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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7개 안테나로 구성된 원형배열 안테나에 가 입사될 때 안테나 상호간의 계산 상차와 

시험 환경에서 측정한 상차를 데이터 융합하여 의 도래 방향을 탐지하는 상 형(correlative) 상비교 방향

탐지에 하여 기술하 다. 상 형 상비교 방식은 균일원형배열(UCA: uniform circular array)과 선형 배열 방식

이 많이 사용되며, 수식 으로 계산한 상차 데이터와 시험 환경에서 측정한 상차 데이터를 상 함수로 데이터 

융합하여  입사 방 각을 계산하므로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정 상차비교 방향탐지 방식보다 성능이 우수

하다. 수신신호의 신호잡음비(SNR)가 20dB이고 수신신호의 장에 한 안테나 상호간 거리(L/λ)가 0.5인 경우 

상 형 방탐은 방향탐지 정확도가 1.7o 로 나타나서 측정형 상비교인 경우 2.5o 이상인 것과 비교하여 우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자 신호 감시용, 군사용 방향탐지용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주제어 : 방향탐지, 상비교, 블 이드 안테나, 신호 상, 신호세기.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for a correlative phase comparison direction 

finding(DF) which detects the arrival direction of radio waves by data fusing the calculated phase 

difference and the measured phase difference between the antennas when the radio waves are incident on 

the circular array antenna composed of 7 antennas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type phase comparison 

method uses a uniform circular array(UCA) and a linear array method. The phase difference data calculated 

formally and the phase difference data measured in the test environment are fused with a correlation 

function, therefore, it is superior to the currently used phase comparison direction detection method. When 

the signal-to-noise ratio (SNR) of the received signal is 20dB and the inter-antenna distance to the 

wavelength of the received signal(L/λ) is 0.5, the accuracy of the correlative DF is 1.7o while measurement 

phase comparison’s is larger than 2.5o, It can be used for electromagnetic signal monitoring and military 

directi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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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감시나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향탐

지 장비는 넓은 지역에서 송신하는 를 신속하게 수

신하여 신호지 의 방향과 치를 찾아야 한다. 이처럼 

를 자체 으로 송신하지 않고 상 방에서 송신한 신

호를 수신하여 상 방의 를 탐지하는 방법을 수동형

(passive) 방향탐지라 부르고 이더처럼 를 자체

으로 송신한 후에 수신하여 목표물을 찾는 방법을 능동

형 방향탐지라고 부른다. 

수동형 방향탐지 방법에는 진폭비교 방향탐지, 상비

교 방향탐지, 시간차 비교 방향탐지, 주 수 편이방향탐

지, 복합방식 방향탐지 등이 있다[1,2,3]. 본 논문에서는 

방 각 360ㅇ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고 방향탐지 정확도

가 높아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균일원형배열

(UCA) 상 형 상비교(interferometer) 방향탐지 기법 

에서 안테나 7 개를 사용하는 경우의  방향탐지 정확도

와 특성을 분석하 다. 

상 형 상비교 방식은 균일원형배열(UCA: uniform 

circular array)과 선형 배열 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수식

을 유도하여 계산한 상차 데이터와 잡음이 있는 시험 

환경에서 측정한 상차 데이터를 cosine 상 함수를 사

용하여 데이터 융합을 한 다음에  입사 방 각을 계

산하므로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정형 상차비교 

방향탐지 방식보다 입사 방 각 탐지 성능이 우수하여 

많이 연구되고 있다. 

2. 위상비교 방향탐지 기법 
2.1 측정형 위상비교 방향탐지 

선형 상비교 방향탐지 장치는 [Fig. 1]과 같이 기

으로 잘 정합된 두 개의 안테나와 상비교기(phase 

comparator)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안테나로 수신된 

는 상 비교기로 달되어서 의 입사 방향에 

따른 두 안테나에 도달한 신호의 상 인 상차를 측

정한다. 두 안테나의 기  심을 연결하는 선을 안테

나기 선(antenna baseline)이라 부르며, 기 선의 길이

가  D, 입사신호의 장이 λ일 때,  의 입사방 각

이 이면 두 안테나에서 측정되는 신호의 상차 는 

식 (1)과 같이 된다[4,5].

[Fig. 1] Linear interferometer direction finding 




∙ (1)

의 입사 방 각 는 식(1)을 이용하여 식 (2)와 같

이 유도할 수 있으며 입사 방 각 오차, 즉 방향탐지 정

확도 는 식 (2)를 방 각 에 해서 미분을 구하면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상오차이다.

  


(2)

   


 (3)

일반 으로 신호세기에 따른 상오차 는 신호잡

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상비교 방향탐지 방식에 해서는 참고문헌[1]

에서  
    을 용한다. 따라서 이 값을 식 (3)

에 입하여 방향탐지 정확도를 구하면 식(4)와 같이 된

다[6,7].

 


(4)

2.2 상관형 위상비교 방향탐지 

상 형 상비교 방향탐지는 상데이터 융합을 해

서 안테나 배치와 사용 주 수, 의 입사 방향 등에 

따른 안테나 상호간의 상차를 먼  유도하여야 한다.

상 형 방향탐지 장치가 [Fig. 2]와 같이 반경이 R인 

원주 에 7개의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고, 가 방 각 

방향에서 입사한다고 하면 k번째 안테나와 UCA의 

심 에 도달하는 의 상차 는 식 (5)와 같이 유도

된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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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는 배열 안테나 번호이며 1, 2, 3, 4, 5, 6, 7 

이다.

 

[Fig. 2] 7-antenna Correlative interfero-meter direction 

finding

식 (5)의 상차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잡음의 

크기를 라 하면 잡음에 의해서 측정 상차가 달라진

다. 잡음 환경에서 측정된 상차를 로 정의하고,  잡

음에 의한 상차를 라고 정의하면 계산 상차 

와 의 계는 식 (6)과 같다.

  





 (6)

식 (5)와 (6)에서 두 상차의 상 계를 알기 해서 

식 (5)에서 구한 상차에서 식 (6)에서 구한 상차를  

cosine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융합 후에 상 함수 

를 구하면 식 (7)과 같이 되며, 이 값이 클수록 두 

값의 상 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7)

상 형 상비교 방향탐지에서 추정방 각   는 진방

각 와 방향탐지오차 의 합으로 식 (8)와 같이 표

시할 수 있다. 한  이 값은 식 (9)과 같이 식 (7)의 상

함수 가 최 가 될 때의 방 각이 된다.

  (8)

    (9)

방향탐지 정확도 (이하   로 표 함) 는 식 (6)과 

(7)을 이용하여 식 (1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M은 UCA에 사용된 안테나 갯수이므로 본 논문의 경우

는 7을 용한다[7].


 



 
 










 
 






(10)

상비교 방향탐지방식에서 상오차는 참고문헌[1]

에서  
  을 용하므로 식 (10)은 식 (11)와 같

이 유도된다. 


 

 







(11)

[Fig.  2]에서 UCA의 반지름 R을 안테나 배열거리 L

로 변환하면 이므로 식 (11)은 식 (12)와 

같이 유도된다.  


 


 




 



(12)

따라서 방향탐지 정확도 는 식 (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한 방향탐지 장치에서 앙각을 측정하는 경우 수

신 신호의 앙각이 인 경우 앙각에 의한 오차 를 분

모에 용하여 식 (14)와 같이 확장할 수 있다[10,11,12].

 


 

 
 





(13)

 


 
 

 





(14)

상 형 상비교 방향탐지의 원리는 [Fig. 3]과 같이 

360o 방향 입사신호에 해서 1-2번, 2-3번, 3-4번, 4-5

번, 6-7번, 7-1번 안테나 의 상차를 계산하여  ‘ 상

차 계산값 장메모리’(보상메모리)에 장하여 두고,  

실제 방향탐지 장치에서 입사된 의 상차를 1-2번, 

2-3번, 3-4번, 4-5번, 6-7번, 7-1번 안테나 에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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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상메모리의 상차와 데이터를 비교하여 cosine 함

수의 상 계가 가장 큰 보상메모리의 방 각을 입사

의 방향으로 추정하는 데이터 융합방식을 사용하므로 

측정 상차만 이용하여 방 각을 계산하는 측정형 상

비교 방식보다 정확도가 우수하여 많이 연구되고 있다

[13,14,15].

3. 상관형 위상비교 방향탐지 안테나  
7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UCA 상 형 상비교 방

향탐지 장치의 안테나 배치는 [Fig. 2]와 같이 원주 에 

등간격으로 안테나를 배치하는 간단한 구조이다. 그러나 

상 형 상비교 방향탐지 장치인 경우 각 안테나는 360
ㅇ 방향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이웃 안테나와 상을 비

교할 수 있어야하므로 360ㅇ 체 방 각에서 신호를 수

신할 수 있는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해야 한다.

[Fig. 3] Correlative interferometer concept

[Fig. 4] radiation pattern of Blade antenna

고주  역에서 사용하는 무지향성 안테나는 다이폴 

안테나, 모노폴 안테나, 블 이드(blade) 안테나, 원추형 

안테나, 반 원추형 안테나 등이 있으나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한 블 이드 안테나가 많이 사용된다. [Fig. 

4]는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블 이드 안테나의 모양

과 방사패턴이다.

4. 상관형 위상비교 기법  모사 
데이터 융합을 이용한 상 형 상비교 기법에 한 

평가는 방향탐지 오차범 로 나타낼 수 있다. [Fig. 5]는 

앙각이 0o인 경우 상 형 상비교 방향탐지 오차를 시뮬

이션 한 결과이다.  SNR이 20dB이고 장에 한 안

테나 기 선의 거리(L/λ)가 0.5, 1.0, 2.5인 경우 방향탐지 

정확도는 1.7o, 0.8o,  0.3o 이다. 

[Fig. 6]과 [Fig. 7]은 앙각이 10o와 30o인 경우 SNR에 

한 방 각 탐지정확도를 시뮬 이션 한 결과들이다. 

SNR이 20dB이고 장에 한 안테나 사이의 거리(L/λ)

가 0.5, 1.0, 2.5인 경우 방 각정확도는 1.8o, 0.9o, 0.3o와  

2.0o, 1.0o, 0.4o 이다.

[Fig. 8]은 앙각이 45o 인 경우 상 형 상비교 방향

탐지 정확도를 시뮬 이션 한 결과이다.  SNR이 20dB, 

안테나 기 선의 거리(L/λ)가 0.5, 1.0, 2.5인 경우 방향탐

지 정확도는 2.3o, 1.1o,  0.5o 이다.   

[Fig. 5]∼[Fig. 8]의 결과는 안테나 길이에 한 방

각의 방향탐지 정확도 뿐 만 아니라 앙각이 큰 경우에도 

방 각의 방향탐지 정확도가 매우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측정형 상 탐지방식이 앙각이 커지면 방

향탐지 정확도가 격히 나빠지는 것과는 조 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5] Azimuth Angle Error(=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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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zimuth Angle Error(=10o) 

[Fig. 7] Azimuth Angle Error(=30o) 

[Fig. 8] Azimuth Angle Error(=45o)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7 개의 안테나를 UCA방식으로 배치하

고 상 형 상비교방식으로 방향탐지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SNR이 20dB이고 L/λ가 0.5, 1.0, 2.5인 경우  앙각이 

0o로 가 입사할 때 방 각의 방향탐지 정확도는 1.7o, 

0.8
o,  0.3o이며, 같은 조건에서 측정형 상비교 방향탐지 

정확도는 2∼5
o 이므로 상 형 상비교 방탐방식은 정

확도가 매우 높다. 한 [Fig. 5]∼[Fig. 8]에서 수신신호

원과 방향탐지장치 사이의 앙각이 커도 방 각 정확도에 

미치는 향이 매우 작은 우수한 방향탐지 기법으로 확

인되어서 감시나 군사용 방향탐지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방향탐지 정확도 향상을 해서는 

배열 안테나 수와 배치방법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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