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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빔 형성을 위한 부배열 채널 보정 및 성능 분석

Subarray Channel Calibr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for 
Digital Beam-Forming

장성훈․안창수․김동환․김선주

Sung-Hoon Jang․Chang-Soo Ahn․Dong-Hwan Kim․Seon-Ju Kim

요  약

항공기 능동 위상 배열(AESA)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는 레이더 안테나 부배열 채널 구성 및 보정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하였다. 설계된 부배열 채널 구조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디지털 빔 형성이 가능한 12개 부배열 채널을 갖는 AESA 레이더
시연기(demonstrator)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제작한 부배열 채널에서는 채널 간 크기 및 위상 오차가 필수적으로 발생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배열 채널 간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오차 보정후 채널의 신호 레벨
과 모노펄스 기울기를 측정하여 보정된 효과를 확인하였다. 채널 보정 후 부배열 채널로 형성된 디지털 모노펄스 채널을
검증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성된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널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AESA 레이더 시연기의 성능 확인을 위
하여 지상에서 원전계(far field) 시험을 수행하였다. 표적 모의 장치를 이용하여 단일 표적을 생성하고, 동일한 파형 및
탐색 조건하에서 탐지 및 추적시험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12개 부배열 채널 신호로 구성한 디지털 모노펄스 채널의 표적
탐지 추적 성능이 기존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널의 성능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엽으로 입사하는 재머 신호에
대하여 부배열 채널에서 적응 빔 형성(adaptive beam-forming) 기능이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subarray channel configuration and calibration method for airborne AESA radar antenna. AESA radar 
demonstrator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the digital beam-forming performance test of the 12 channel subarray structure. 
Magnitude and phase difference can be exist between the manufactured subarray channel. In this paper, calibration method for 
the subarray difference error was suggested. We measured digital monopulse slope in the subarray channel and verified the cha-
nnel calibration effect. To verify the subarray channel operation, digital monopulse channel was compared with analog monopulse 
channel performance. AESA radar demonstrator was tested in the ground far field test range. Emulated single target was generated 
to test the detection and tracking performance of the demonstrator with the same waveform and search pattern. We verified that 
the detection and tracking performance of the 12 subarray digital monopulse channel was similar with the conventional analog 
monopulse channel. Also, ABF(Adaptive Beam-Forming) function for the sidelobe jammer was tested and effective operation wa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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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레이더는 전자식 빔 조향을 구현하기 위해 수동

및 능동 위상 배열 구조로 개발되고 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TR 모듈(Transmit Receive Module)의 소형화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현재는 능동 위상 배열(AESA) 
레이더 형태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다. 능동 위상 배열 레
이더의 안테나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배열 소자로 구성

되며, 이들배열 소자들을제어하여전자적빔형성(beam- 
forming) 및 빔 조향(beam-steering)이 가능하다. 
다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에서 다양한 빔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배열 소자의 개별 출력을 A/ 
D(Analog to Digital) 변환하여 디지털 빔 형성을 하는 것
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수백～수천 개의 배열 소자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계산 시간과 구

현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단계에서완전한디지털 빔형
성 시스템 구현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능동 위상 배열 안
테나를 배열 소자 수보다 적은 수의 부배열(subarray)로
분할하여 디지털 빔 형성을 하는 것이 구현 가능한 구조

이다. 배열 소자 수에 비해 적은 수의 부배열 채널로 빔
형성을 하는 경우, DOF(Degree Of Freedom)는 상대적으
로 제한되나, 높은 수준의 디지털 빔 형성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빔 형성을 위한 부배열 채널 구조

는 다음 항목들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첫째, 디지
털 빔 형성시 필요한 다중 빔의 수 또는 대응이 필요한

재머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부배열 채널 신호를
수신하는 다채널 수신기가 장착되는 공간, 무게 및 소모
전력도 제한사항이 된다. 셋째, 부배열 채널 신호를 처리
하는 처리장치의 계산능력이 충분한 지 확인해야 한다[1].
여러 개의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신 채널에 존재

하는 증폭기와 혼합기 등 아날로그 소자들에 의해 채널

간 오차가 발생한다. 수신 채널 간 크기와 위상이 일정하
지않고 주파수 특성도동일하지않을수 있다. 이와같은
채널 간 오차는 모노펄스 빔 패턴에 영향을 주어 각도 정

확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2],[3]. 또한, 적응 빔 형성시
재머 대응 성능도 열화될 수 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안테나에서는 아날로그 빔 형

성(analog beam-forming) 또는 디지털빔 형성(digital beam- 

그림 1. 아날로그 빔 형성을 위한 모노펄스 채널 구조
Fig. 1. Monopulse channel structure for analog beam-for-

ming.

 
forming) 방법으로 모노펄스 채널을 구성할 수 있다.
아날로그 빔 형성(Analog beam-forming)은 그림 1과 같

이 구현될 수 있다. 안테나 면을 4등분(Q1, Q2, Q3, Q4)하
여 각 사분면에서 4개의 출력 신호(A, B, C, D)를 만든다. 
모노펄스 비교기는 A, B, C, D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4개
의 모노펄스 채널 SUM, DEL_Az, DEL_El, SLB 신호를
생성한다.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널을 이용하면 단일 빔
(single beam) 형성만 가능하며, SLB(Sidelobe Blanking) 신
호를 이용한 제한적인 재머 대응기능을 가질 수 있다. 아
날로그 빔 형성의 경우, 한 개의 수신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모노펄스 채널을 이용한 표적 탐지 및 추적이 불가
능하게 된다.
부배열 채널을 이용한 디지털 빔 형성(Digital beam-for-

ming)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N개의 부배열에서 출력된
신호는각각 해당하는 N개의 수신기로 입력하게 된다. 각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는 하향 주파수 변환과 AD 변환
후 출력된다. 레이더처리장치는 N개의 디지털 입력 신호
를 이용하여 디지털 모노펄스 채널을 형성한다. 디지털
빔 형성시 적응 빔 형성(Adaptive beam-forming) 알고리즘
으로 주엽 및 부엽으로 입사하는 재밍 신호 억압이 가능

하다. 디지털 빔 형성의 경우, N개의 수신기를 사용하기
떄문에 수신기 고장이 발생해도 점진적 성능 저하(gra-
ceful degradation) 효과만 있다. 따라서 일부 수신기 고장
시에도 표적 탐지 추적 및 적응 빔 형성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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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빔 형성을 위한 부배열 채널 구조
Fig. 2. Subarray channel structure for digital beam-forming.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빔 형성을 위한 혼합형 12개 부

배열 채널을 구성하였다. 부배열 채널 신호로 형성된 디
지털 모노펄스 채널은 별도로 구성된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널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각 수신 채널은 제안한 보정
방법을 통해 일정한 채널 특성을 유지하도록 보정하였다. 
디지털 빔과 아날로그 빔을 이용하여 각각 모의표적에

대한 원전계 방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표적 탐지 추적시
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Ⅱ. 채널 구성

부배열 채널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시연기(demonstrator)를 설계하였다. 시연
기의 기본 구성은 그림 3과 같으며, 수신 채널 경로만을
도시하였다. 
설계된 AESA 레이더 시연기는 배열 소자 1,000개 급

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열 소자는 복사 소자와 TR 모듈
(TRM)로 구성된다. 복사 소자는 X 대역에서 10 % 대역
폭을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TR 모듈은 복사 소자 중에서
500개에만 장착하였다. 부배열 형성 모듈에서는 TR 모듈
출력 신호를 조합하여 12개의 부배열 출력 신호를 만들
어낸다. 송수신 경로 변환 모듈은 12개 부배열 출력 신호
를 만들고, 4개의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널 출력 신호를
조합하여 전달해 준다. 또한, TR 모듈에 전원 및 제어 신
호를 공급하고, TR 모듈의 상태를 수신하여 전달한다. 

그림 3.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시연기 수신 채널 구성도
Fig. 3. Block diagram of AESA radar demonstrator receive 

channel.
 

12개 부배열 채널 신호와 4개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널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16채널 수신기를 구성하였다. 수신
기에 입력된 16개 신호는 하향 주파수 변환 및 AD 변환
되어 레이더 처리장치로 전달된다. 레이더 처리장치에서
는 12개 부배열 채널 신호를 이용하여 디지털 빔을 형성
하고, 표적 탐지 추적을 수행한다. AESA 레이더 시연기
는 부배열 채널을 이용하여 동작하게 되며, 4개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널은 디지털 모노펄스 채널과의 성능 비교를

위한 기준 채널로 사용된다. 
부배열 구조는 최소 부엽 준위를 얻도록 설계되었으

며, 12개 채널 설계 결과 예는 그림 4와 같다[4]. 배열면의
전체 지름은 650 mm이다. 부배열형상에 따라 각 80, 184, 
240개로 구성하였다.
한 개의 레이더 시스템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빔 형

성을 수행하는 구조는 유럽의 AMSAR(Airborne Multirole 
Solid State Active Array Radar) 레이더 실험모델에서 기

그림 4. 안테나면 부배열 12채널 구성예
Fig. 4. Example of antenna subarray 12 channel configu-

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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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날로그 및 디지털 빔 형성을 위한 혼합형 모

노펄스 채널 구조

Fig. 5. Hybrid monopulse channel structure for analog and 
digital beam-forming.

 

구현한 바 있다[5]. AMSAR 실험모델은 8개 부배열 채널
로 디지털 빔을 구성하였으며,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널과
성능 비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빔 형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림 5와 같은 혼합형 부배열 구조를설계하였
다. 부배열 12개 채널은 디지털빔 형성에 사용하고, 안테
나 사분면에서 출력된 채널 신호는 아날로그 빔 형성에

사용하였다.
레이더 처리장치에서는 아날로그 채널 신호와 디지털

채널 신호를 선택하여 처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아날로그
채널을 선택하면 신호처리기에서 적응 빔 형성 모듈을

거치지 않고 직접 펄스 압축을 수행한다. 디지털 채널을
선택하면 데이터 정렬후 적응 빔 형성 모듈을 거친 후 펄

스압축을 수행한다. 아날로그 채널 신호는 디지털 채널
신호의 성능 검증을 위한 기준 신호로 활용하였다.

Ⅲ. 채널 보정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에서 보정이 필요한 장

치는 AESA 안테나와 수신기가 있다. AESA 안테나는 제

그림 6.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널 보정 구성
Fig. 6. Configuration of analog monopulse channel calibra-

tion.
 
작 시 TR 모듈 별 크기 및 위상을 측정하여 보정을 수행
한다. 안테나 제작 시 보정(factory characterization)만 한번
수행하면 운용 중에 추가 보정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
인 보정 방법은 본 논문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수신기의 아날로그 채널 및 부배열 채널은 운용 주파

수, 온도 및 시간에 따라 크기와 위상이 변화할 수 있다. 
아날로그 채널로 사용하는 4개 채널간 크기와 위상 차이
를 보정해 주어야 정확한 모노펄스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부배열 12개 채널도 상호 크기와 위상을 보정해 주어야
정확한 디지털 빔 형성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아날로그 및 부배열 채널의 보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아날로그 채널 보정

채널 보정을 위해 그림 6과 같이 송수신장치에서 CW 
(Continuous Wave) 신호를 생성하여 아날로그 4개 채널
수신기로 입력하였다. 처리부 장치에서 4개 수신기 출력
신호를 측정하고 보정값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SUM 
채널을 기준 신호로 설정하고, 나머지 채널을 보정하였
다. 보정에 사용한 보정값(calibration factor)은 식 (1)과 같
다. 보정전 채널값을 N번 측정하여평균한 값을 보정값으
로 사용하였다. 표 1과 같이 DEL_El, DEL_Az 측정값이
기준 SUM 측정값과 유사하게 보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1)
 


′  ×  : 보정후 채널값

  : 보정전 채널값

보정 후 특정 거리에 위치한 모의 표적 신호를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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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널의 보정후 측정값(예) 
Table 1. Analog monopulse channel measurement after ca-

libration(example).

채널명 보정전 보정후

SUM(기준) 1.000+0.000i 1.000+0.000i
DEL_El 0.198—0.659i 1.071+0.053i
DEL_Az 0.626+0.252i 1.117—0.031i

(a) SUM channel

(b) DEL_El

(c) DEL_Az 

그림 7. 모의 표적 신호를 이용한 아날로그 모노펄스 채
널 시험

Fig. 7. Test result of analog monopulse channel using si-
mulated target signal. 

 
여 모노펄스 채널 특성을 확인한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
었다. X축은 설정한 range bin의 번호이고, Y축은 신호 레
벨이다. 
모노펄스 SUM 채널(a)에는 설정한 range bin(82)에 표

적 신호가 존재하고, DEL_El(b), DEL_Az(c) 채널에는 표
적 신호가 없음을 볼 수 있다. 표적 신호가 boresight에 위
치하기 때문에 SUM 채널에만 표적 신호가 나타나고, 
DEL 채널에는 표적 신호가 없으므로 모노펄스 채널이 정
상적으로 보정되어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3-2 디지털 채널 보정

부배열 채널을 이용하여 디지털 빔 형성을 하는 목적

은 적응 빔형성(Adaptive Beam-forming) 또는 STAP(Space 
Time Adaptive Processing)과 같은 적응적 신호처리를 통
해 재머와 클러터 신호를 제거하는 것이다. 
디지털 채널의 오차가 아날로그 채널의 오차와 같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경우, 채널 오차는 적응적 신호
처리에서 가중치를 계산하여 자동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디지털 채널의 오차는 측정시마다 불규칙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 아날로그 채널 보정 방식이나

적응적 신호처리로는 보정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채널보정을위해 그림 8과 같이

반복적인 random 보정값 생성 및 아날로그 채널 특성 비
교에 의한 채널 보정값 계산방법을 제안하고 적용하였다. 

그림 8. Random search 방법에 의한 채널 보정값 계산 순
서도

Fig. 8. Flow diagram of channel calibration value calcula-
tion by random 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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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부배열 12개 채널 오차 보정을 위한 크기 및 위
상 보정값

Fig. 9. Calibration value for subarray 12 channel difference 
calibration.

 

우선 초기 채널 보정값을 유효 제한 범위 내에서 random 
search로 설정한다. 설정된 초기값을 적용하여 디지털 모
노펄스 채널을 형성하고, 아날로그 채널로 형성된 데이터
와 비교하여 측정한 디지털 수신 빔과 아날로그 수신 빔

이 최대한 유사한지 확인한다. 또한, 적응 빔 형성시 표적
신호를 유지 여부를 보정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기 두 가
지 판단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보정값의 random search를
반복한다. 상기 반복 시험을 통해 보정값을 계산하였으
며, 최종 적용값은 그림 9와 같다. 디지털 빔 형성을 위한
부배열 12개 채널은 1번 채널을 기준값으로 설정하고, 보
정하였다. 
보정값 적용후 보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거리

에 위치한 모의 표적 신호를 생성하여 부배열 채널로 입

력하였다. 표적 신호를 이용하여 보정 전과 후의 채널 특
성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설정한 표적
위치인 range bin(82)에서 SUM 채널(a)의 경우 보정 전보
다 보정 후에 표적 신호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DEL_El 채널(b)은 보정 전 존재하던 표적 신
호가 보정 후 제거되어 고각 방향 null이 boresight에 위치
로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DEL Az 채널(c)은 보정 전
보다 보정 후 잡음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통해

보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채널의 모노펄스 기울기 값을 계

산하여 비교한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방위각에 따른
(DEL_Az/SUM)의 imaginary 값을 계산하였다. 빔폭 내 ±1

(a) SUM 채널
(a) SUM channel

(b) DEL_El 채널
(b) DEL_El channel

(c) DEL_Az 채널
(c) DEL_Az channel

그림 10. 보정 전/후 디지털 모노펄스 채널
Fig. 10. Digital monopulse channel with before/after cali-

bration.
 

표 2. 아날로그 및 디지털 채널의 모노펄스 기울기 값

비교(DEL_Az/SUM)
Table 2. Comparison of the analog and digital channel mo-

nopulse slope(DEL_Az/SUM).

방위각 설계값 아날로그 채널 디지털 채널

—1도 —0.2 —0.1844 —0.2157
0도 0.0 0.0276 0.0120

+1도 0.2 0.2410 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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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범위에서 아날로그 채널과 디지털 채널값의 모노펄스

기울기 값을 비교할 때, 디지털 채널의 모노펄스 특성이
아날로그 모노펄스 특성과 거의 유사하게 보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성능 시험

그림 11과같이 AESA 레이더시연기를제작하고, 모의 
표적장치를 연동하여 지상에서 원전계 시험을 수행하였

다. 채널 보정후 아날로그 및디지털빔 형성성능은모의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성능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시험 시나리오는 그림 12와 같다. 레이더 플랫폼과 표

적이 각각 100 m/s로 boresight 축선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지상시험에서 레이더 플랫폼 속도를 모사하
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의 표적장치의 표적 접근 상대 속
도를 200 m/s로 설정하였다.
지상 원전계 시험 구성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AE-

SA 시연기와 표적 발생 혼 안테나 간 거리는 사용주파수

그림 11. 시험대상 AESA 레이더 시연기
Fig. 11. AESA radar demonstrator used for far-field test.

 

그림 12. 시험 시나리오
Fig. 12. Test scenario.

그림 13. 모의 표적 탐지 추적성능 확인을 위한 지상 원
전계 시험 구성

Fig. 13. Ground far-field test configuration for simulated 
target detection and tracking performance.

 

표 3. 시험 설정 항목
Table 3. Test parameters.

대상 항목 설정값

모의 표적
RCS 1 m2(SW0)

상대 속도(접근) 200 m/s

시험대상 레이더

파형 MPRF(3 of 8)
Scan 범위 3 bar, ±10도

Boresight 고각 +5도
 

에서 far-field 거리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표적 신호가

AESA 시연기의 주엽 boresight에 위치하도록 혼 안테나
를설치하였다. 적응 빔형성시험을위한 잡음 재머신호
가 1차 부엽에 위치하도록 별도의 혼 안테나를 구성하였
다. AESA 시연기 안테나로 수신되는 지상 반사 신호를
최소화하기 boresight 고각을 5도로 설정하였다. 표 3의시
나리오 설정 항목에 따라 계산된 표적 신호 레벨을 모사

하도록 RF 송수신 경로 레벨을 계산하여 모의 표적 장치
에 적용하였다. 

4-1 표적 탐지 추적시험

아날로그및 디지털 채널에 대한 모의표적탐지 및추

적시험 결과를 그림 14, 15에 각각 나타내었다. 시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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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아날로그 채널에 의한 모의표적 탐지 추적 시험 
결과

Fig. 14. Test result of target detection an tracking perfor-
mance by analog channel.

 

그림 15. 디지털 채널에 의한 모의표적 탐지 추적 시험

결과

Fig. 15. Test result of target detection an tracking perfor-
mance by digital channel.

 
라 측정한 plot 데이터와 추적 데이터를 저장하여 도시하
였다. 데이터의 붉은점은 plot 데이터이고, 파란점은 추적
이 형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채널에서 측정한 표적 탐지 및 추

적 형성 거리를 설계값과 비교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측정한 탐지 및 추적 형성 거리는 설계값을 기준으로 정

규화(normalization)하여단위없이표시하였다. 제작한 AE-
SA 시연기의 아날로그 채널로 측정한 표적 탐지 및 추적
형성 거리는 설계값의 90 % 정도 성능을 만족하고 있다. 
디지털 채널로 측정한 탐지 및 추적 형성 거리는 아날로

그 채널보다 감소하였으나,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가짐을
볼수 있다. 방위각방향거리 오차는 디지털채널에서더
작게 측정되었으나, 빔폭 내에 존재하는 거리 오차 범
위내에 있어성능에영향을주는차이는 아니다. 시험결
과, 부배열 채널에 보정된 값을 적용한 디지털 모노펄스
빔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아날로그 및 디지털 채널의 정규화된 표적 탐지/
추적 형성 거리 시험 결과 비교

Table 4. Test result of the normalized target detection/tra-
cking distance by analog and digital channel.

항 목 탐지거리 추적 형성 거리

설계값 1.0 1.0
아날로그 채널 0.92 0.90

디지털 채널 0.89 0.87

그림 16. 디지털 채널에 의한 잡음 재밍 신호 대응 적응
빔 형성 기능 시험 결과

Fig. 16. Test result of adaptive beam-forming function to noi-
se jamming signal by digital channel.

4-2 재머 대응시험

디지털 부배열 채널에 의한 잡음 재밍 신호 대응 적응

빔 형성 시험 결과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시연기에는
적응 빔 형성 계수 연산(weight calculation)을 위해 MVDR 
(Minimum Variance Distortionless Beamformer) 방식을 사
용하였다.

AESA 시연기에입력되는잡음재머신호(J)는—82 dBm 
/5 MHz, thermal noise power(N)는 —107 dBm/5 MHz로, 
JNR(Jammer to Noise Ratio)은 25 dB로 설정하였다. 잡음
재머를 on시킨 표적 거리에서 SNR(Signal to Noise Ratio)
는 14 dB이다. 
표적이 접근하는 시나리오에서 초기에는 아날로그 채

널을 이용하여 탐지 추적을 수행한다. 일정 시간 경과후
1차 부엽에 해당하는 잡음 재밍 신호를 on하게 되면 표적
신호가 잡음 신호에 의해 사라진다. 시연기를 디지털 채
널로전환시킨후 적응빔형성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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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잡음 신호 레벨이 낮아지면서 표적 신호가 나타나게

되어 추적이 재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JNR, SNR 값을
고려할떄 본 AESA 시연기의 재머 억압 능력은 약 20 dB
이상이다. 방위각 방향 거리 오차는 빔폭, 스캔 범위 및
탐지거리를 고려할 때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채널을 동시에 구현한 혼합형 부배열 채널 구조

를 제시하였다. 또한, 아날로그 채널과 디지털 부배열 채
널의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채널 보정 방법을 제안하였

다. 제작된 AESA 시연기에 계산된 채널 보정값을 적용하
고, 모의표적을 이용한 실방사 원전계 시험을 수행하였
다. 성능시험을 통해 기준 채널로 사용한 아날로그 채널
과 비교하여 디지털 부배열 채널이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부배열 채널의 주요 기능인 적
응빔형성기능을잡음재밍신호환경하에서실제시험

을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시험으로 확인하였다.
제안한 디지털 부배열 채널 보정 방법은 기본적인 보

정 효과는 있지만, 수많은 반복 측정을 통해 보정값을 계
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향후 부배열 수신 채널간 오차를 발생시키는 IF 필터의
주파수 응답에 의한 영향과 부배열 수에 따른 채널 보정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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