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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 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소형 선박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

형 선박에 레이더 의무 장착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펄스 레이더를 소형 선박에 설치하면 유지보수 비용 및 

높은 송신 전력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적으로 빔을 회전하는 위상배열안테나를 이용하여 상기 

문제를 해결가능한 선박용 고정형 레이더에 적용 가능한 안테나를 제작하여 시험하였다. 그 결과 정면에 대한 빔 폭

은 5°내외로 레이더에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ABSTRACT

The accident of the small vessel is increasing due to the growth of the sea and service industry. According to data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100 ton less than small ship accident, the most of the shipping incident generated 
in the small ship by 84% of the total shipping incident in 2015. The radar obligatory mounting is enforced to the small 
vessel in order to conclude this problem. However, the problems including the maintenance cost and transmission 
power etc. happens high if the existing pulse radar is mounted in the small vessel. In this development, the 
development is for small ship fixed type radar the object. And in this paper, by using the phase array antenna revolving 
electronically around the beam, the antenna which it is applicable to the marine fixed type radar which can solve above 
problem was made and it tested.

키워드 : 레이더, 위상 배열 안테나, 배열 안테나, 고정형 안테나, 고정형 레이더

Key word : RADAR, Phased Array Antenna, Array Antenna, Fixed Antenna, Fixed RADAR

Received 10 October 2016, Revised 11 October 2016, Accepted 26 October 2016
* Corresponding Author Dae-Young Cho(E-mail:cdyzone@sanengr.com, Tel:+82-070-7844-0322)
SAN Engineering, 546, Dunchon-daero,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13230,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17.21.3.530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소형 선박용 고정형 레이더에 적용 가능한 안테나 개발

531

Ⅰ. 서  론

최근 해외 많은 나라들이 해양 산업들에 관심을 가지

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으며, 이에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해양 산업을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 삼아 레저선박 제조업 및 해양레저 산업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해양 레저 및 수상 오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그림 1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와 사업체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

이다.

(Kosis - 2016.08.19)

Fig. 1 Number of sea and service industry establishment

이러한 해양 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라 소형 

선박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

으로 해양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표 1에 나

타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0톤 미만 소형 선

박 사고의 경우 전체 선박 사고의 84%로 선박 사고의 

대부분이 소형 선박에서 발생하였다.

Table. 1 The marine accident present condition for each 
vessel tonnage

(Kosis - 2016.08.19)

year
tonnes 2013 2014 2015

~ 20t 660 814 1,487
20t ~ 100t 339 382 499
100t ~ 500t 108 139 148
500t ~ 1,000t 24 36 34
1,000t ~ 5,000t 94 95 97
5,000t ~ 10,000t 27 27 31
10,000t ~ 43 50 44
unknown 11 22 22

소형 선박 사고의 대책으로 2004년도 해양수산부에

서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개정하여 10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레이더 반사기 장착을 의무화하였

으며, 2012년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선박설비 및 소방 

설비 기준’을 개정하여, 500톤 이상의 선박에만 레이더 

의무 장착을 100톤 이상의 소형 선박까지 확대 적용함

에 따라 소형 선박에 장착 가능한 레이더 개발의 필요

성 역시 높아졌다.

Fig. 2 Pulse RADAR target detection principle

레이더의 기본 물표 탐지 원리는 높은 전력의 펄스를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신하여 물표를 맞고 반사되어 수

신되는 시간을 이용하여 물표의 거리를 측정하는 펄스

레이더 방식이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물표

와의 거리(d)는 전파속도와 펄스신호가 반사되어 수신

되는 시간()과 회전모터를 이용하여 전 방향에 위치

한 물표를 탐지하게 된다[1, 2]. 하지만 이러한 레이더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마그네트론에서 발생하는 물표 탐지를 위한 

높은 전력 신호로 인하여 선박의 규모가 큰 중대형 선

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소형 선박에서 사용할 경우 

선박 내의 사람들에게 전파 피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

므로 소형 선박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또한 펄스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높은 전력의 펄스 신

호를 발생을 위한 마그네트론은 최소 6개월마다 점검 

및 교환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비용 또한 발

생하게 된다.

국외의 레이더 업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수십 kW ~ 수 kW의 탐지 신호 전력이 필요한 펄

스 레이더 방식 대신 수십 W ~ 수백 W의 탐지 신호를 

사용하는 압축 펄스 방식과 수백 mW의 탐지 신호

를 사용하는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방식을 이용하여 전파 피폭 문제를 고려한 제품

들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둘째로 회전모터를 이용한 회전방식으로 인하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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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축의 마모와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해풍 및 해수로 

인하여 부식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해풍 및 해수

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식 문제는 레이돔을 이용하여 레

이더 안테나 내부로 염분이 유입되지 못하게 막고 있으

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이돔 연결 부위의 고무링의 

노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Ⅱ. 본  론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전력의 FMCW 신호를 이용한 탐지 방식을 전제로 한 

X-band 대역의 위상배열안테나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 

안테나 성능 시험을 진행하였다.

위상 배열 안테나는 그림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안테

나를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여 방향성을 갖는 배열 안테

나를 구성하고, 각 안테나에 들어가는 신호의 위상을 

제어함으로써 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안테나이다[3, 

4]. 각 안테나 신호의 위상을 제어하여 빔 회전이 가능

하므로, 회전 모터를 제거해야하는 고정형 레이더에 적

합한 구조라 할 수 있다.

Fig. 3 Phased array antenna basic

위상 변위기(Phase shifter)는 위상 배열 안테나 구조

에서 가장 중요한 소자이며, 위상 변위기의 성능에 따

라 빔 회전 간격 등의 성능이 결정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위상 변위기중 본 개발에서 사

용할 수 있는 X-band의 위상 변위기는 저전력용 위상 

변위기가 대부분으로 수 kW의 고출력 탐지 신호가 필

요한 펄스레이더나 100W 이상의 신호 전력이 필요한 

압축펄스 방식의 물표 탐지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하지만 FMCW 신호를 사용하는 탐지 방식

은 일정시간 동안 주파수가 변하는 연속된 신호를 송

신 신호와 물표에 반사되어 수신된 반사 신호의 주파

수 차를 이용하여 물표의 위치를 탐지하는 방식[5, 6]

으로 1W이하의 저출력의 송신 신호로 물표 탐지가 가

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전력의 신호로도 물표를 탐

지할 수 있는 FMCW 탐지 방식의 레이더에서 사용 가

능한 X-band 위상 변위기를 이용한 위상 배열 안테나를 

설계 제작하였다.

2.1. 제작된 송수신 안테나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에 사용 가능한 빔 패턴을 형성

하기 위하여 그림 4에 보이는 것과 같이 44개의 패치 안

테나와 22개의 슬롯 안테나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위

아래로 위치한 패치 안테나 2개는 한 쌍을 이루어 1개

의 슬롯 안테나와 급전라인으로 신호를 송수신하게 되

는 커플드 안테나 형태로 급전라인 1개 포트에 해당되

는 안테나의 빔 폭은 수평 90도, 수직 25도를 이루도록 

설계하였다.

Fig. 4 Designed fixed RADAR antenna structure

Fig. 5 The made array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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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된 안테나 22개를 18.3mm(0.57) 간격

으로 배열하여 레이더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직 25도, 수

평 5도 이내의 빔 폭을 갖는 배열 안테나를 구성 하였다. 

그림 5는 실제로 제작된 배열 안테나이며, 제작된 안테

나를 이용하여 1개 포트에 대한 안테나의 빔 패턴을 실

제 측정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수평 빔 폭 90도, 수직 빔 

폭 25도의 빔 패턴을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a) Horizontal beam pattern

(b) Elevation beam pattern

Fig. 6 Patch antenna beam pattern

그림 7은 위상 변위기가 부착되지 않은 22포트의 전

력분배기를 배열안테나 후단에 설치하여 배열안테나의 

빔 패턴을 측정한 것으로 0도 방향(정면)에  5도이내의 

수평 빔 폭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작된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빔 패턴 측정 시 

Far-Field 챔버에서 측정하였으며, 주파수는 X-band 주

파수 대역인 9.2GHz, 9.35GHz, 9.5GHz에서 빔 패턴을 

측정하였다.

Fig. 7 Array antenna beam pattern(Horizontal)

본 연구에서 제작된 안테나는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하여 송수신 안테나를 각각 제작하여 위아

래로 배치하였으며, 송수신 안테나 사이에 10mm의 간

격을 두어 Isolation을 확보하여, 그림 8과 같은 형태의 

테스트용 안테나를 제작하였다.

Fig. 8 Fixed RADAR Tx/Rx antenna

2.2. 전력분배기

전력분배기는 송신부에서 송신안테나 급전라인으로 

전력을 분배하여 신호를 송신하거나 수신안테나에 수

신된 신호를 결합하여 수신부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

는 신호 분배 및 합성 모듈이다.

(a) Combiner(Receiver)

(b) Divider(Transmitter)

Fig. 9 Combiner/Di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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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terface Board

본 연구에서는 그림 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급전라

인의 포트 개수에 따라 1x22로 설계되었으며, 각 신호 

라인에는 위상을 제어할 수 있는 6bit의 X-band용 위상 

변위기와 신호 전력을 증폭할 수 있는 VGA(Variable 

Gain Amplifier)가 위치하였다.

전력분배기는 기본적으로 각 포트에서 같은 위상으

로 출력되도록 설계되어 정면 방향에 빔을 형성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각 포트마다 전력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정면 방향에서 측엽의 전력을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빔 방향을 제어할 경우 측엽 억제를 위해 필요

한 포트별 전력 가중치가 변하므로 VGA를 이용하여 

전력 가중치 제어가 가증하도록 별도의 인터페이스보

드를 설계/제작하였다.

그림 10에 보이는 인터페이스 보드는 위상 변위기와 

VGA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보드로써 EEPROM에 저

장된 빔 방향에 따른 위상변위기와 VGA의 제어 정보

를 담은 Look-Up-Table(LUT)를 이용하여 빔 방향 및 

측엽 억제를 하여 최적의 빔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본 개발에서는 제작된 위상 배열 안테나 이용하여 

9.2GHz, 9.35GHz, 9.5GHz 주파수에서의 빔 패턴을 측

정한 결과 그림 11과 같은 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정면방향(0도)에서는 3

개의 주파수 모두에서 5도 이내의 빔 폭을 보였으나, 빔

을 30도 방향으로 회전 할 경우 5~6도의 빔 폭을, 45도

로 회전할 경우 빔 폭이 6~8도로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

하였으며, 측엽 또한 모든 방향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개발에서는 1차 빔 패턴에서의 문제점 중 측엽 문

제를 전력분배기에서의 포트 간 간섭과 LUT값 문제로 

판단하여 포트 간에 기구적인 격벽을 설치하고 LUT값

을 보완/수정하여 2차 측정을 수행하였다. 

(a) 0° beam pattern

(b) 30° beam pattern

(c) 45° beam pattern

Fig. 11 Phased array antenna beam pattern 1 (horizontal)

그 결과 그림 12에 보이는 것과 같이 측엽이 정상적

으로 형성되도록 구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도 제어

에 따른 빔 폭 문제는 위상 배열 안테나의 크기 및 기구 

전체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추후 수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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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Fig. 12 Phased array antenna beam pattern 2 (horizontal) 

Ⅲ. 결  론

현재 판매되는 소형 선박용 레이더는 회전모터를 

이용한 회전방식으로 회전축의 마모와 부식이 발생하

는 문제점과 고출력의 송신 전력으로 인해 소형 선박

에 사용될 경우 인체에 전파피폭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 소형 선박용 고정형 레이더에 적합한 고정형 안

테나를 제작하여 시험하였다. 이를 위하여 22개의 포

트를 갖는 위상 배열 안테나 구조로 안테나를 설계하

였으며, 각 포트마다 위상 변위기를 배치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빔을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 성능 

시험을 하였다. 

성능 시험 결과 정면 방향에서 3dB 수평 빔 폭은 5도 

내외로 형성되어 레이더 안테나로 사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45도 방향으로 빔을 회전시켜 패턴을 형

성하였을 경우 9.2GHz에서 약 6도의 빔 폭을 보였으며 

고정형 레이더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9.35,  

9.5GHz에서는 각각 7도, 8도의 빔 폭으로 레이더에 사

용하기에는 넓은 빔 폭을 보였다. 

향후 연구계획으로서는 본 개발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연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이며, 송수신부와 신호처리부를 제작하여 제작된 

안테나와 연동하여 시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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