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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개발에서는 위상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빔을 회전하여 주변의 물표를 탐지할 수 있는 선박용 고

정형 레이더를 제작하여 테스트하였다. 전자적인 회전 방식을 사용하는 고정형 레이더는 기존의 선박용 펄스 레이더

의 문제점인 염분 및 해풍에 의한 부식과 회전축 마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저출력 방식의 탐지 

방식인 FMCW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고출력 레이더 사용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전파 피폭 문제와 마그네트론의 유

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development, By using the phase array antenna, the beam around was electronically revolved and the marine 
fixed type radar of which the detection is possible was made and the check around was tested. There are the risk of the 
corrosion because of the abrasion of the axis of rotation and salinity with the way that the existing marine pulse radar 
detects the check by using the mechanical rotation. Besides, the maintenance cost of the magnetron gets to happen by 
using the detection signal. In this development, The fixed type radar of the low output which revolves electronically 
around the beam by using the radar signal processing method of the phase array antenna using the phase shifter and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method was made. And by using the fixed type radar, the check 
detection test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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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인 레이더의 탐지 방식은 펄스를 사용하는 탐

지 방식으로 마그네트론에서 발생한 높은 전력의 펄스 

신호를 송신하여 물표에 반사되어 수신된 신호의 시간

차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물표와의 거리()는 그림 1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파

속도와 펄스신호가 반사되어 수신되는 시간()을 이용

하여 물표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며, 회전모터를 이

용하여 전방향으로 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이때 는 전

파의 속도이다[1, 2].

Fig. 1 Pulse RADAR target detection principle

이 때 사용되는 회전모터는 염분이 섞인 해풍이나 해

수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개발에서는 안테나 회전이 필요 없는 고정형 레이더를 

설계/제작하여 물표 탐지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Fig. 2 Phased array antenna basic principle

위상 배열 안테나는 일정한 안테나간의 간격을 갖는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각 안테나의 위상을 제어함으

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빔 패턴을 제어하는 기술이다[3, 

4]. 회전축을 제거하고 전자적으로 빔을 회전할 수 있으

므로 위상 배열 안테나는 고정형 레이더에 적합한 기술

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신호의 위상을 제어하는 위상 변위기는 배열 

안테나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판매되는 

X-band 상용 위상변위기는 27dBm 이상의 높은 전력의 

신호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수 kW에서 수십 kW의 

높은 전력의 펄스 신호가 필요한 방식으로는 X-band의 

위상 변위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개발에

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높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전력의 신호로 물표 탐지가 가능한 

FMCW 신호를 이용한 탐지 방식을 적용하였다.

FMCW 신호를 이용한 물표 탐지 방식은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주파수가 변하는 변조된 연속신호를 

이용하여 물표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물표에 반사되어 

수신된 FMCW 신호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FMCW 신

호를 합성하여 차주파수 신호를 생성하여 물표의 거리

를 탐지할 수 있다. 주파수의 변화를 이용하여 물표의 

거리를 탐지하므로 펄스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

력의 신호를 발생시켜 물표를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발의 위상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고정형 레이더에 

적용이 가능하다[5, 6].

Fig. 3 FMCW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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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MCW 신호를 이용한 탐지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 펄스레이더에서 높은 출력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마그네트론의 단점인 최소 6개월마다 교체해

야하는 유지보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FMCW 신호는 그림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톱니파와 

삼각파의 신호를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삼각파

는 주파수 상승구간과 하강구간이 같이 존재하는 신호

로써 물표의 위치탐지 뿐만 아니라 이동속도등도 추정

할 수 있지만 연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톱니파 방식은 주파수 상승 구간만을 갖는 신호로 하

나의 차주파수 신호를 얻어 물표의 위치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삼각파에 비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

지만 물표 탐지가 간단하며, 연산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Ⅱ. 본  론

본 개발에서는 위상 배열 안테나와 FMCW 신호를 

이용한 물표 탐지 방식을 적용하여 고정형 레이더를 제

작하여 테스트하였다.

Fig. 4 Fixed Radar Structure(Antenna, Tx, Rx)

그림 4는 FMCW 신호를 이용하여 물표를 탐지하기 

위해 설계된 송수신부 구조도이다. DDS(Direct Digital 

Synthesizer)에서 FMCW 신호를 생성하여 대역통과필

터(BPF)를 통과하면 PLL에서 발생한 고주파 신호를 이

용하여 X-band의 신호로 상향한다. 

상향된 신호는 커플러를 통하여 송신 안테나부의 전

력분배기로 전달되어 일정방향으로 방사됨과 동시에 

수신부의 믹서에도 전달되어 물표에 반사되어 수신된 

신호와 합성되어 차주파수 신호를 생성한다. 

그림 5는 커플러를 통하여 전달된 송신신호와 물표

에 반사되어 수신된 신호가 합성되어 발생하는 차주파

수 신호를 나타내었다[7].

본 개발에서는 위상 배열 안테나 설계 시 5도 내외

의 수평 빔 폭을 얻기 위하여 그림 6에 보이는 것과 같

이 1x26의 패치 안테나와 급전라인 사이에 슬롯 안테

나를 적용한 커플드 안테나 형태로 설계하였다. 설계

된 패치 안테나의 크기는 8.5mm X 14.0mm, 좌우 패

치 안테나 간 간격은 9.8mm, 상하 간격은 13.0mm로 

설계하였으며, 슬롯 안테나는 15.0mm X 47.5mm로 

설계하였다. 이 때 송신부 출력은 21dBm, 안테나 이

득이 27dB, 전력분배기의 손실이 15dB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최종 출력은 30dBm의 출력 신호가 발생하

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7은 상기의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위상배열

안테나와 송수신부이다. 전면부는 송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각각 배치

하였으며, 후면에는 위상변위기가 위치한 전력분배

기와 위상변위기의 제어를 담당하는 인터페이스보

드, 그리고  신호의 변복조를 담당하는 송수신부를 배

치하였다. 

Fig. 5 FMCW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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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tional view of Fixed Phased Array Antenna

(b) Fixed Phased Array Antenna Structure

Fig. 6 Fixed Phased Array Antenna Structure

(a) Fixed Phased Array Antenna(Front)

(b) Fixed Phased Array Antenna(Rear)

Fig. 7 Fixed RADAR Tx/Rx antenna

제작된 안테나를 이용하여 빔 패턴을 측정한 결과 수

평 빔 폭은 5도, 수직 빔 폭은 25도 내외로 형성되어 설

계와 비슷하게 측정되었어나, 안테나 이득은 34dB로 

설계와  7dB 가량 높게 측정되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실제 제작된 위상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빔 패턴을 

측정한 결과이다.

(a) Phased Array Antenna Beam-pattern(0°)

(b) Phased Array Antenna Beam-pattern(45°)

(c) Phased Array Antenna Beam-pattern(-45°)

Fig. 8 Phased Array Antenna Beam-pattern(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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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hased Array Antenna Beam-pattern(Vertical)

(a) Transmitter

(b) Receiver

Fig. 10 Transmitter/Receiver

그림 10은 제작된 송수신부이다. 제작된 송신부는 

0dBm으로 DDS에서 FMCW 신호를 발생하여 21dBm

으로 신호를 출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수신부는 

-102dBm 이상의 반사된 신호를 수신하여 차주파수 신

호로 변환, ADC가 가능한 -72dBm 이상의 신호로 처리

하여 전달한다.

Fig. 11 Interface Board

그림 11은 빔방향 제어 보드로 신호처리부로부터 빔 

회전 신호를 전달 받아 위상제어를 담당하는 MCU와 

각 방향에 대한 위상값을 정리해 놓은 LUT(Look –Up- 

Table)을 이용하여  위상변위기의 위상을 제어를 하여 

빔 방향을 제어한다.

그림 12의 신호처리부는 물표 탐지를 위한 FMCW 

신호 생성과 차주파수를 이용하여 물표와의 거리를 추

정하는 역할을 하는 모듈로써, 본 개발에서는 송신시  

5MHz의 대역폭을 갖는 FMCW 신호를 생성하며, 수신

부에서 생성신호와 반사 신호를 이용한 차주파수 신호

를 FFT하여 물표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Fig. 12 Signal Processing board

 

그림 13은 송신부에서 생성된 FMCW 신호이며, 그

림 14는 한 방향에서 송신부의 FMCW 신호와 물표에서 

반사되어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생성한 차주파수 신

호이며, 그림 15는 이 신호를 FFT 하여 주파수 축으로 

변환한 신호이다. 이 때 피크부분이 물표의 위치이다. 이

렇게 주파수 축으로 변환된 물표 데이터는 전시부로 전

송되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Sea Clutter 억제 등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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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이용하여 잡음 신호들을 제거하며, 물표 신호

를 증폭하고, 전시부 화면에 물표 영상을 표현한다. 

제작된 1개면의 위상 배열 안테나와 송수신부, 신호

처리부를 이용하여 전방 90도 방향에 물표 탐지를 시험

한 결과 그림 16과 같이 물표를 탐지할 수 있었다.

Fig. 13 Transmit FMCW Signal(Time Domain)

Fig. 14 Receive Signal(Time Domain)

Fig. 15 Receive Signal(Frequency Domain)

Fig. 16 Radar Display

Ⅲ. 결  론

기계적인 회전을 사용하는 레이더의 경우 기계적 마

모 및 해풍, 해수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정형 

레이더의 경우 현재까지 군사용으로만 개발이 되어 있

다. 본 개발에서는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정형 레

이더를 개발하기 위하여 위상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선

박용 고정형 레이더를 설계 및 제작하여 시험하였다.

그 결과 -45도와 45도 방향에서는 수직 빔 폭이 커지

는 영향으로 근거리에서 지면 반사 신호가 크게 들어오

나, 나머지 방향에서 물표를 저출력으로 탐지가 가능하

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면 소형 선박에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예측된다. 

향후 본 개발에서는 -45도와 45도에서의 지면 반사 

문제를 해결하고, 4면의 안테나를 연동시켜 물표를 탐

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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