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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노펄스 각도 추정 기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선형

주파수 변조(Linear Frequency Modulation: LFM) 펄스를
송/수신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여

러 개의 펄스를 송/수신하여 안테나 빔 내에 존재하는 표
적의 각도 정보를 추출하는 로브 스위칭(lobe switching) 
또는 코니컬 스캔(conical scan) 기법과 같은 순차적 로빙
(sequential lobing) 기법에서 발생하는 각 펄스에 대한 상
대적인 수신 신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테나 빔 내의 두 표적에 대한 각도 추정을 위한

적응형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

Angle Estimation of Two Targets in the Same Antenna Beam Using 
Adaptive Phase-Comparison Monopuls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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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 안테나빔 내의두 표적에대하여 표적 간의 간섭(interference) 정도에따라 적합한모노펄스기법을선택
함으로써 각 표적에 대한 더욱 정확한 각도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적응형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phase-comparison 
monopulse technique)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두 표적이 한 퓨리에 빈(Fourier bin)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을 적용하며, 반대로 두 표적이 정확하게 한 퓨리에 빈에 존재한다면 Zheng이 주장한 각도 추정
기법을 적용하여 두 표적의 각도 정보를 추출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안테나 빔 내에 두 점 표적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한 후, 각 표적이 존재하는 거리 빈(range bin)의 차이를 달리함에 따라서 기존의 위상 비교 모노펄
스 기법, Zheng 기법의 단순한 수행과 비교하여 제안한 기법이 더 나은 각도 추정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 adaptive phase-comparison monopulse technique for angle estimation of two targets in the same 
antenna beam. The proposed method determines a more suitable technique(between conventional phase comparison monopulse technique 
and Zheng's method) based on interference between two targets in Fourier domain. Consequently, regardless of the interference, angles 
of each individual target can be accurately estimated by means of the proposed method. In simulations, we assumed that two point 
targets with same velocity are located in the same antenna beam, and the accuracy improvement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by using several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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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표적의 각도를 추정할 수 있다[1]. 
위의 모노펄스 기법은 각 수신 채널에서 얻은 수신 신

호의 크기를 이용하여 표적의 각도를 추정하는 크기 비

교 모노펄스 기법(amplitude-comparison monopulse techni-
que)과 크기 값이 아닌 상대적인 위상 값으로 표적의 각
도를 추정하는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phase-comparison 
monopulse) 기법으로 나뉜다[1],[2]. 이 기법들은 기본적으
로,  안테나 빔 내의 여러 표적이 거리 영역(range domain)
또는 도플러 주파수 영역(Doppler frequency domain)을 나
타내는 퓨리에 영역(Fourier domain)에서 충분히 떨어져
존재할 경우, 각 표적에 대한 정확한 각도 추정이 가능하
다. 하지만, 표적들에 대한 신호가 모든 퓨리에 영역에서
근접해 있다면 각 표적 간 간섭 현상으로 인하여 정확한

각도 정보를 추출하기 어렵다. 만약, 안테나 빔 내에 두
표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퓨리에 빈(Fourier bin) 
간격만큼의 해상도를 가지는 퓨리에 영역에서 두 표적이

존재하는 퓨리에 빈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신호 처리 과

정에서 수행하는 펄스 압축(pulse compression) 후에 발생
하는 표적 간의 간섭이심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의 모노
펄스 기법으로 추정한 각도는 부정확해지며, 두 표적이
하나의 퓨리에 빈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는 표적 간의 간

섭이 최대가 됨과 동시에 기존의 모노펄스 기법으로 추

정한 각 표적에 대한 각도는 큰 오차 값을 가진다[1],[2].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각 표적에 대한 정확한 각도

를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며[3]～[6], 그 중 참
고문헌 [3], [4]의 기법들은연속한 두 펄스를 사용하여 두
표적의 각도를 추정한다. 하지만, 두 펄스를 연속으로 송/
수신하는 동안에 표적들의 반사율(refelctivity) 크기는 불
가피하게 변하게 되며, 이는 추정 각도의 오차를 야기한
다. 이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 소개할 Zheng이 주장한 기
법[5]은 하나의 펄스를 사용하여 두 표적의 각도를 closed 
form solution으로 얻어낼 수 있으므로, 표적의 반사율 변
화에 따른 추정 각도의 오차에 무관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의 기법들은 표적들이 동일한 퓨리에 빈에

위치해 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한 표적에 대해 충분한 신

호 파워가 보장되지 않아 정확한 각도 추정이 어렵다. 이
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빔 내에 두 표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각 표적이 존재하는 퓨리에 빈

의 차이에 따라 두 표적의 정확한 각도 추정에 유리한 각

도 추정 기법을 판단하여, 각도 추정을 수행하는 적응형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을 제안한다.

Ⅱ. 본  론

2-1 기본적인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 

기본적인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은 각 수신 채널에

서 받은 신호의 위상 차이 값을 이용해 표적의 각도를 추

정하며, 위상 차이 값을 얻기 위해 방위각, 고각방향으로
각각 2개의 인접한 수신 채널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림 1
과 같이, 방위각 방향으로 2개의 수신 채널이 존재할 경
우에 공간상에서의 안테나와 표적간의 거리  를 아

래와 같이 수신 채널 간의 거리 와 표적의 방위각 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sin ≃

 sin (1)
  
각 수신 채널과 표적 간의 거리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인접한 수신 채널 간의 위상차는 아래의 식

(2)와 같다.
  

  

    


 sin (2)

그림 1. 방위각 방향으로의 두 수신 채널
Fig. 1. Two receiving channels in azimut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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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는 신호의 파장이며, 식 (2)를 통해 얻어낸
수신 신호의 위상 차이 값 를 이용하여 방위각 을 추

정할수있으며, 이를식 (3)으로 나타내었다. 관측표적의 
고각 또한,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추정해낼 수 있다. 

  

  sin 
  (3)

  

기존의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은 빔 내에 두 표적이

퓨리에 영역에서 서로 충분히 떨어져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각도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1],[2]. 하
지만, 두 표적이 퓨리에 영역 내에서 인접하여 위치한다
면각 표적의부정확한위치정보뿐만아니라, 두 표적신
호들의 중첩 값으로 인하여 각 표적에 대한 값의 왜곡

이 일어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각 표적에 대한 부정확한
각도 추정을 의미하며, 이를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소
개한다.

2-2 두 표적 간에 발생하는 간섭

그림 2(a)는 빔 내에 두 표적 #1과 #2가 인접하여 존재

(a)

(b)

그림 2. (a) 빔 내의 인접한 두 표적. (b) 펄스 압축 결과
에서 나타내는 두 표적의 간섭

Fig. 2. (a) Two adjacent targets in the same antenna beam. 
(b) Interference between two targets in pulse-com-
pression results.

할 경우를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그림 2(b)에서는 수신
채널에서 받은 LFM 신호에 대한 펄스 압축 결과와 각각
의 단일 표적에 대한 수신 신호의 펄스 압축 결과를 동시

에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모노펄스 기법에서는 펄
스 압축 결과에서 탐지된 두 피크 점(detected peaks)의 신
호 값을 이용하여 표적의 각도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표적 #1의 피크 점의 값이 표적 #2의
주엽(main lobe) 또는 부엽 성분(side lobe) 값의 영향을 받
으며, 표적 #2의 피크 점에서 또한, 동일한 현상을 보인
다. 이렇게 피크 점에서 두 표적에 대한 신호가 섞여 각
표적에 대한 값의 왜곡이 일어남에 따라 추정 각도의

정확도는 현저히 저하하며, 이는 표적 간의 퓨리에 빈 간
격(, 여기서 는 정수)이 작을수록 심해진다.   일
경우, 두 표적 간의 간섭은 최대가 되어 기존의 모노펄스
기법으로 각 표적의 정확한 각도를 추정할 수 없지만, 이
를 Zheng이 주장한 기법[5]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2-3 Zheng이 주장한 기법을 통한 두 표적의 각도 

추정

Zheng은 빔 안의 두 표적이 동일한 퓨리에 빈 내에 위
치할 경우, 하나의 펄스를송/수신하여 두 표적에대한방
위각과 고각을 추정해 낼 수 있는 기법을 고안하였다. 이
기법은 기존의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과 동일하게 서

로 인접한 수신 채널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각 표적의 각

도를 추정한다. n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수신 채널 와

간 위상차, 과 수신 채널 와 간 위상차, 
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5].

  

   
arccos


∠ mod  

   
arccos


∠ mod  (4)

  

식 (4)의    는 아래의 식들로 주어진다.
  

  
  

    
  

    

  
  

   
  

 (5)
  
식 (5)에서     은 그림 3에 해당하는 수

신 채널에서의 수신 신호 값이며, 이를 통해  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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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 개의 채널을 갖는 안테나의 기하학적 구조
Fig. 3. A geometry of four-channel antenna. 

 

수신 채널에서 수신한 신호의 값들로 표현됨을 알 수 있

다. 최종적으로, 위에서 구한  과 방위각, 고각 방향
으로의인접한수신채널간의 간격  , 를 통해 번
째 표적의방위각 과고각 을 아래의 식들을이용하

여 추정할 수 있다[1].
  

 

∆ cos sin  
 

∆ sin  (6)
  
하지만 위의 기법은 두 표적이 동일한 퓨리에 빈에 위

치해 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한 표적에 대해 충분한 신호

파워가 보장되지 않아 정확한 각도 추정이 어렵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두 표적이 존재하는 퓨리에 빈 차이

에 따라 기존의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과 Zheng 기법
중 각 표적의 정확한 각도 추정에 유리한 기법을 선택하

여 각도 정보를 추출하는 적응형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

법을 제안한다.

2-4 적응형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을 통한 두 표

적의 각도 추정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각도 추정기법은두 표적 간의퓨

리에 빈 간격 에 따라 적절한 각도 추정 기법을 제시하

며, 제안한 기법의 자세한 수행 과정을 그림 4의 블록도
로 도시하였다. 위의 블록도에서      ⋯

그림 4. 제안한 적응형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의 블록도
Fig. 4. A block diagram of proposed adaptive phase com-

parison monopulse technique.

 
 는 결과적으로 초기의 펄스 압축 신호의 크기 값

에 대해 피크 지점을 중심으로 개의 샘플을 추출한 다

음 이를  (   )개로더욱 촘촘히 샘플링하여나타
낸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알고리즘 수행 초기에 

개의샘플을추출할 경우, 추출한영역내에두 표적에대
한 피크 점이 모두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수

행 전 두 피크 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탐색 한 후 그들

을 포함하도록 값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는 개의 추출된 샘플에 대한 제로-패딩에 관한 값으로
서 대개 보다 2배 이상의 큰 값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
다[7]. 블록도 내의 연산기는   에 대해 아래의 식 (7)의
연산을 수행하여 와 를 얻는다.  

  

  
  

m in   
      

  
  

m in   
        (7)

  

식 (7)에서 과 은 각각
의 피크 지점 를 기

준으로 좌측, 우측의 샘플 개수이다. 와 는 각각 피

크 지점 를 중심으로 좌, 우 방향으로  ≤  ≤  
min   만큼 떨어져 있는 샘플끼리의 합 또는

차의 크기 값을 모든 에 대해 더한 값이다. 
그림 5에서는 가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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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퓨리에 빈 간격()에 따른 의 개형 예제 (a) 
   , (b) ≠ 

Fig. 5. Examples of   shape in accordance with .
 

한 의 개형 예제를 나타내었다. 우선, 식 (6)의 는 두

표적에 대한 신호의 펄스 압축 결과에 대한 합이므로 

의 개형과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 하지만, 그
림 5(a)처럼   인 경우, 는 시스템 내부 잡음이 존
재하지않는 경우 0의 값을 가질것이다. 그 이유는 두표
적에 대한 신호가 동일한 퓨리에 빈 이내에 존재하므로
는 를 중심으로 대부분 대칭적으로 신호 값들이 분

포하기 때문이다[7]. 이와 반대로 그림 5(b)처럼 ≥ 인

경우, 각 표적에 대한피크지점은서로 다른퓨리에빈에
서 발생하므로 를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형태를 띄며, 
이로 인해 식 (7)의 는 0 이상의 양의 값을 가질 것이
다. 이에 근거하여 제안한 기법은 알고리즘 내부에서 상
수 을문턱값으로 두어 가 문턱값을 넘을경우

≠ 으로 판별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으로 판별

한다. 그 후, 판별한 조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내는 각도
추정 기법을 선택한 후 수행한다. 이 때, 시스템 내부 잡
음이 높을수록 의 값을 크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이다. 

Ⅲ. 시뮬레이션 결과

본 절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위상 비교 모노펄

스 기법과 Zheng이 주장한 방법보다 더 나은 각도 추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

한다.
우선, 레이더가 송신하는 LFM 파형의 시작 주파수(st-

arting frequency)는 10 GHz, 대역폭(bandwidth)은 30 MHz, 
A/D 샘플링 주기가 33 ns, 펄스 폭(pulse width)이 20 일
경우에 안테나 빔 내의 같은 속도 100 m/s로 기동하는 두
점 표적이 거리 영역에서 근접해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표적 #1(방위각: °, 고각:  °)은레이더와 10 km 
떨어져 있으며, 표적 #2(방위각:  °, 고각: °)는 표
적 #1보다 퓨리에 빈 차이   (15 m)만큼 레이더와 가
까이 위치한다. 신호 대 잡음 비는 30 dB로 설정하여 동
일한 시뮬레이션을 200번 수행하면서 두 표적의 레이더
단면적(Radar Cross Section: RCS) 크기는 0.4와 0.6사이의
임의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마다 기존의 위상 비교 모노

펄스 기법, Zheng이 주장한 기법, 그리고 제안한 기법

(        )을 이용하여 표적에 대
한 각도를 추정한 후 표적의 실제 각도와의 비교를 통해

각 기법의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실제 방위각과 추정 방
위각의 평균 절대 값 오차(Mean Absolute Error of Azimuth 
angle: MAEA)와 실제 고각과 추정 고각의 평균 절대값
오차(Mean Absolute Error of Elevation angle: MAEE)는 아
래의 식 (8)과 같다. 

  

  
 
  



    , 

  
 
  



 
    (8)

  
위의식에서 과 은각각표적 #에

대한 MAEA와 MAEE값이다. 또한,  , 은 표적 #의

실제 방위각과 고각이며,  과  은  ≤ ≤

번째 시뮬레이션에서의 표적 #에 대한 추정 방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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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뮬레이션(  )에서 각 각도 추정 기법에 따른
MAEA 및 MAEE (  )

Table 1. MAEA and MAEE of each angle estimation me- 
thod in 1st simulation.

단위: degree(°)
MAEA MAEE

표적 #1 표적 #2 표적 #1 표적 #2
기존의 PCM 기법 0.063 0.084 0.046 0.062

Zheng 기법 0.178 0.256 0.122 0.207
제안한 기법 0.063 0.084 0.046 0.062

과 고각이다. 
표 1은 측정한 각 기법마다의 MAEA와 MAEE를 보여

준다. 표 1의 결과를 통해 두 표적이 세 퓨리에 빈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기존의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을 통해 정확한 각도를 추정한 반면에, Zheng이 주장
한 기법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MAEE와
MAEE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시뮬레이션마
다의 의 값은 그림 6에 도시해 놓았으며, 이를 통
해 제안한 방법은 모든 시뮬레이션에 걸쳐   

이 도출됨으로 인해 기존의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이

정확한 각도 추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각도 추정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한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의 MAEA와 MAEE는 기존의 위상비
교 모노펄스 기법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그림 6. 각 시뮬레이션마다의   값(   ,   ) 
Fig. 6.   at each simulation.

그림 7. 각 시뮬레이션마다의   값(   ,   ) 
Fig. 7.   at each simulation.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신호 대 잡음 비는 30 dB로

설정한 후,   인 경우에 대해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200번 수행하였다. 각각의 표적 각도 추정기법을 이용하
여 얻어낸 추정 각도에 대한 MAEA와 MAEE를 표 2에
도시하였다. 이는 해당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서 Zheng 
기법이 기존의 PCM 기법에 비하여 우수함을 보여준다. 
각 시뮬레이션마다의 의 값은 그림 7에 도시해 놓

았으며,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은 모든 시뮬레이션에 걸
쳐   가 도출됨으로 인해 Zheng 기법을 선택하

여 표적의 각도 추정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Zheng 기
법과 같은 MAEA와 MAEE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안테나 빔 내의 두 표적이 서로 독립적으

로 기동하여 해당 표적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실제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

표 2. 시뮬레이션(  )에서 각 각도 추정 기법에 따른
MAEA 및 MAEE

Table 2. MAEA and MAEE of each angle estimation me-
thod in simulation(  ).

단위: degree(°)
MAEA MAEE

표적 #1 표적 #2 표적 #1 표적 #2
기존의 PCM 기법 1.076 1.076 0.878 0.878

Zheng 기법 0.031 0.030 0.025 0.048
제안한 기법 0.031 0.030 0.0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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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의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
(a) Conventional phase-comparison technique

(b) Zheng 기법
(b) Zheng method

(c) 제안한 기법
(c) Proposed method

그림 8. 추정 각도의 산점도
Fig. 8. Scatterer plots of estimated angles.

표 3. 시뮬레이션( ≤ ≤ )에서 각 각도 추정 기

법에 따른 MAEA 및 MAEE
Table 3. MAEA and MAEE of each angle estimation me-

thod in 3rd simulation (  ≤ ≤ ).

단위: degree(°)
MAEA MAEE

표적 #1 표적 #2 표적 #1 표적 #2
기존의 PCM 기법 0.286 0.303 0.279 0.295

Zheng 기법 0.131 0.137 0.118 0.137
제안한 기법 0.108 0.120 0.091 0.106

행하였다. 신호대잡음비는 30 dB로설정한후,  를—3
에서 3사이 임의의 정수 값을 가지도록 하여 앞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200번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마다 서로

다른 표적 각도 추정 기법을 이용하여 얻어낸 추정 각도

의 MAEA와 MAEE를 표 3에 기록하였으며, 실제 표적의
각도와 시뮬레이션마다의 추정 각도를 그림 8에 산점도
(scatter plot)로 나타내었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모노펄
스 기법과 Zheng 기법에 비해 낮은 MAEA와 MAEE 값을
가졌으며, 상대적으로 정밀하게 각 표적에 대한 방위각
및 고각을 추정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안한 방법은 실제의 경우에 대하여 다른 기법들에 비

해 우월한 각도 추정 성능을 보일 것이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안테나 빔 안의 두 표적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표적의 간섭 정도에 따라 기존의 위상 비교 모

노펄스기법과 Zheng이주장한기법중 정확한각도 추정
에 유리한 기법을 선택하여 각 표적에 대한 방위각 및 고

각을 추정하는 적응형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을 제안

하였다. 위의 기법을 통해 빔 내에 두 표적이 탐지되었을
경우, 각 표적에 대한정확한각도정보를 추출할 수있음
에 따라 빔 내의 관심 표적에 대하여 더욱 원활한 추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제안한 알고리즘 내부
에 정의된 파라미터 또는 사용하는 레이더의 파라미터들

에 따라 알맞은 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References

[1] S. M. Sherman, Monopulse Principles and Techniques, 



안테나 빔 내의 두 표적에 대한 각도 추정을 위한 적응형 위상 비교 모노펄스 기법

673

Dedhan, MA: Artech House, 1994.
[2] M. I. Skolnik, Introduction to Radar Systems, McGraw- 

Hill Companies, Inc., International Edition, 2001.
[3] S. M. Sherman, "Complex indicated angles applied to un-

resolved radar targets and multipath", IEEE Transactions 
on Aerospace and Electronic Systems, AES-7, pp. 160- 
170, 1971.

[4] Z. Lu, M. Gao, H. Jiang, and J. Yan, "Closed-form 
solutions for directions of two steady targets with two 
pulses in monopulse radar", Proc. IEEE Radar Con-
ference, pp. 74-78, May 7-11, 2012.

[5] Y. Zheng, S. Tseng, and K. Yu, "Closed-form four- cha-
nnel monopulse two-targets resolution", IEEE Transac-
tions of Aerospace and Electronic Systems, vol. 39, no. 
3, pp. 1083-1089, 2003.

[6] D. Crouse, U. Nickel, and P. Willet, "Comments on 
'Closed-form four-channel monopulse two-target resolu-
tion', IEEE Transactions of Aerospace and Electronic 
Systems, vol. 48, no. 1, pp. 913-916, 2012.

[7] C. Ozdemir, 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Imaging 
with MATLAB Algorithms, New York: WILEY, 2012.

이 성 현

2013년 2월: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공학사)
2015년 2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

학과 (공학석사)
2015년 3월～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전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주 관심분야] 레이더 신호 처리 및 영상, 
모노펄스 신호처리, 스펙트럼 추정

이 승 재

2012년 2월: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
사)

2014년 2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

학과 (공학석사)
2014년 3월～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전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주 관심분야] 레이더 표적 인식, 레이더
영상, 레이더 신호처리, 패턴인식

최 각 규

2006년 2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

학과 (공학사)
2012년 8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

학과 (공학박사)
2012년 9월～2013년 6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박사후 연구원

2013년 7월～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 관심분야] 레이더 영상, 레이더 신호 처리, 패턴 인식, 시간-
주파수 분석

이 재 웅

1989년 2월: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공
학사)

1991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생산공학과

(공학석사)
1996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1996년 5월～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 관심분야] 초고주파 센서, 밀리미터파 센서, 다중정보 융합, 
다중정보 획득 및 추적기술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6, no. 7, Jul. 2015.

674

김 경 태

1994년 2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
학과 (공학사)

1996년 2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
학과 (공학석사)

1999년 2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
학과 (공학박사)

2002년 3월～2011년 2월: 영남대학교 전
자공학과 교수

2011년 3월～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2012년 9월～현재: 레이더/IR 표적식별 특화연구실 실장
[주 관심분야] 레이더 신호 처리 및 영상, 레이더 표적인식 및
패턴인식, 전자기수치해석 및 RCS 측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