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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moving least squares method(MLSM)을 이용

한 빔 형성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배열 안테나의 빔 

형성에는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는데 소자들의 거리에 따라 보상

해주어 빔을 형성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으며, 컨포멀 표면의 경

우는 거리에 따른 보상으로 빔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directivity를 최대화시키거나 sidelobe를 최소화시키거나, 원하는 

형태의 빔을 형성하기 위해 최적화를 적용하는 방법들이 존재한

다[1],[2]. 최적화를 이용한 빔 형성 방법 중 하나가 보간법 중 

하나인 least squares method (LSM)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표 

빔 패턴을 정하고, 원하는 목표 빔 패턴과의 오차 제곱을 최소화

시키는 빔 패턴을 획득하는 방법이다[3]. LSM을 이용한 빔 형성 

방법은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보다 더 적은 연산량

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LSM의 경우 목표 빔 패턴의 

정확한 조향각과 peak sidelobe level(PSLL) 조건을 만족하도록 

빔 패턴을 형성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빔 형성에 기존의 LSM에서 변형된 MLSM이 이용되었다. 

MLSM은 LSM에 특정 고정점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weighted least squares method (WLSM)에서 다시 임의의 고정

점을 중심으로 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변형한 보간법이다

[4]-[6]. MLSM을 이용하여 기존의 LSM을 이용한 빔 형성 방

법보다 정확한 조향각을 만족하며, 더 낮은 PSLL을 가지는 빔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평면 구조에 부착되어 

재밍용으로 사용되는 컨포멀 배열 안테나의 최적 빔 형성을 목표

로 설정하였으며, 제안된 MLSM을 이용한 빔 형성 방법을 검증

하기 위해 컨포멀 배열 안테나 플랫폼 중 하나인 Bezier 플랫폼 

배열 안테나에 적용시켜보았다. 그리고 전파 재밍을 위한 주파수 

대역 2~6 GHz를 목표 대역으로 두고 소자의 위치 최적화를 수

행하여 광대역에서의 빔 형성이 가능함을 보였다. 

2. Moving Least Squares Method (MLSM)

2.1 Least squares method (LSM)

LSM는 주어진 데이터 점을 이용하여 보간된 데이터를 획득하

는 방법의 하나로, 주어진 점과 보간된 데이터의 오차 제곱이 최

소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N개의 데이터가 xi   
(   ⋯  )라고 하면 식 (1)을 만족시키는 함수 를 구

하게 된다. 

min



∥xi ∥               (1)

근사에 사용되는 basis 벡터를 B, basis 벡터의 계수를 a, 주

어진 N개의 데이터를 xi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 (2)를 

만족시키는 해 a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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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 (2)를 오차제곱을 최소화시키도록 풀면 다음 식 (3)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7].

a B TB B Tf                 (3)

2.2 Weighted Least squares method (WLSM)

위에서 살펴본 LSM의 경우 보간에 사용되는 데이터들 간의 

중요도의 차이가 없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

이 WLSM이다. WLSM는 중요한 데이터를 고정점으로 두고 그로

부터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

한 방법을 통해 보간 결과가 중요한 데이터를 좀 더 잘 따라가게 

만들 수 있다. 가중치 함수를 w·라 두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함수 를 구하게 된다. 주어진 데이터는 xi  , 
고정점이 x라 두고 고정점과 데이터 간의 거리가 이다.

min




w∥xi ∥   ∥xxi∥        (4)

가중치 함수는 대표적으로 식 (5)와 같이 gaussian 함수 wg가 

사용되며, 그 이외에도 Wendland 함수 wg, we 등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gaussian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가중치의 분포를 

데이터 간의 거리에 따라 조절하는 파라미터 h는 2로 두었다.

wg  






 ww   we
      


(5)

식 (2)의 문제를 gaussian 가중치를 사용한 WLSM를 적용하

여 풀면 다음과 같은 해를 얻을 수 있다.

a B TwgB B Twgf                             (6)

2.3 Moving Least squares method (MLSM)

WLSM에서 가중치를 두는 고정점을 특정한 하나의 점으로 두

지 않고 임의의 점으로 두는 방법이 MLSM이다. 고정점을 전체 

도메인에서 움직여가면서 각각의 점에서 개별적으로 WLSM을 수

행한다. 주어진 데이터들을 모두 각각의 이동하는 고정점으로 두

면 MLSM의 식은 수식 (7)과 같으며, 그 때의 해는 식 (8)과 같

이 구해진다.

    x  x x min
x



w∥x xi ∥  
        ∥xxi∥ (7)

    

a  B TWB B TWf

W 










wg∥xx∥ ⋯ wg∥xxN∥
⋮ ⋱ ⋮wg∥xNx∥ ⋯wg∥xNxN∥

    (8)

본 논문에서는 거리 파라미터 h=2인 gaussian 가중치 함수를 

가지는 MLSM를 적용하여 광대역 컨포멀 배열 안테나의 빔 형성

을 수행하였다.

3. 광대역 컨포멀 플랫폼 배열 안테나

3.1. 컨포멀 플랫폼 배열 안테나

배열 안테나의 빔 형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목표 빔 패턴을 정하고 그 빔 패턴과 유사

한 빔 패턴을 합성하게 하는 소자 별 가중치를 LSM를 적용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광대역을 만족하면서 컨포

멀한 플랫폼에 부착된 배열 안테나의 빔 형성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포멀 플랫폼으로 Bezier 함수를 통해 얻어지는 

임의의 곡선을 선택하였으며, 주파수 대역으로 2-6 GHz 대역을 

선택하였다.

Bezier 함수는 프랑스의 수학자 Bezier에 의해 만들어진 함수

로, 제어점을 이용하여 임의의 곡선을 나타낼 수 있다[8]. 제어점

이 많을수록 더 복잡한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제어점이 4개인 3차원 Bezier 곡선을 이용하여 컨포멀 플랫폼을 

표현하였다. 식 (9)에 나타난 3차원 Bezier 함수와 표 1의 4개의 

제어점을 이용하여 그려진 컨포멀 플랫폼은 그림 1과 같다.

  





 ≤ ≤ 

   (9)

제어점 P0 P1 P2 P3

위치 X,Y) 

[m]
(-0.4,0.15) (-0.3,0.3) (0.3,0.25) (0.4,0.15)

표    1 3차원 Bezier 곡선의 제어점

Table 1 Control points of the 3-D Bezier curve

그림 1 Bezier 플랫폼과 제어점

Fig. 1 Bezier platform and control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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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Bezier 플랫폼에 8개의 소자 안테나를 두고 빔 형

성을 할 때의 빔 패턴은 다음과 같다.

     ⋯    













sincos

⋮





sincos

(10)

   플랫폼 배열 안테나의 빔 패턴

  소자의 가중치 벡터

  플랫폼 배열 안테나의 manifold 벡터

  번째 배열 소자의   위치

  방위각 벡터(-90 DEG  SIM 90 DEG )

여기서 소자의 가중치 벡터 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합

성된 빔 패턴이 변하게 되는데, 목표 빔 패턴 와 유사한 빔을 

합성할 수 있는 가중치 벡터를 LSM을 이용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 (11)처럼 목표 빔 패턴과 Bezier 플랫폼 배열 안

테나의 빔 패턴을 같다고 두고, 위의 2.1에서 보았던 LSM의 개

념을 적용하여 가중치 벡터 를 구하면 수식 (12)를 얻을 수 

있다.

                     (11)

  


 ·     (12)

식 (12)에 입력 전력을 고려한 가중치 최적화를 위해 diagonal 

loading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수직 (13)을 얻을 수 있다[9]. 본 

논문에서는 경험을 토대로   로 두었다.

  


              (13)

이와 같은 수식 전개를 MLSM 개념을 적용하면 식 (14)와 같

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14)

목표 빔 패턴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빔 형성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본 논문에는 선형배열 안테나 (ULA : Uniform 

linear array)가 형성하는 빔 패턴에 side-lobe를 낮추기 위해 

Taylor 가중치를 적용한 빔 패턴을 목표 빔 패턴으로 사용하였

다. 빔 형성에 있어 side-lobe는 특정 수준 아래로만 내려가면 

되므로, Taylor 가중치를 사용하면 side-lobe를 원하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10]. 선형 배열 안테나로 형성한 목표 빔 패턴과 

그 빔 패턴에 Taylor 가중치를 적용한 빔 패턴의 형태는 그림 2

에 나타나 있다. 

또한, 목표 빔 패턴은 complex 값이므로, 절대값이 같더라도 

위상 값들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표 빔 패턴의 위상 

값이 실제 Bezier 플랫폼 배열 안테나의 위상 값들과 차이가 크

게 날 경우 제대로 소자 가중치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표 빔 패턴의 위상을 

Bezier 플랫폼 배열 안테나의 위상과 유사하게 보상해주었으며, 

Bezier 배열 안테나의 y축의 평균값만큼 위상을 더해주었다. 

그림 3은 목표 빔 패턴과 목표 빔 패턴에 위상 보상을 하지 

않은 Bezier 배열 안테나의 빔 형성 결과와 위상 보상을 한 결과

를 비교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위상 보상을 해준 결과가 그렇지 

않는 결과에 비해 목표 빔 패턴을 훨씬 정확하게 근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광대역 배열 안테나

본 논문에서는 2~6 GHz 대역과 조향각 30도를 만족하는 빔 

형성을 연구하였다. 먼저, 수식 (10)을 보면 Bezier 플랫폼 배열 

안테나의 빔 패턴에 소자의 위치와 주파수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선형 배열 안테나의 빔 패턴과 Taylor 가중치를 적용한 

빔 패턴

Fig. 2 Beam pattern of linear array antenna and its Taylor 

weighted beam pattern

그림 3 목표 빔 패턴의 위상 보상 결과

Fig. 3 Phase compensation result of the desired beam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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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위치는 결정되면 바꾸지 못하는 요소이므로, 고려하고

자 하는 조향각,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최적의 빔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소자 위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수식 (15)와 

같이 개의 주파수, 개의 조향각에 N개의 소자위치 X를 통

해 형성된 빔 패턴들과 목표 빔 패턴과의 모든 오차제곱 합들이 

최소가 되게 하는 최적화 문제로 볼 수 있다.

 min  min






 








∥∥



  ⋯

  (15)

이러한 최적화 문제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생물의 진화 과정

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최적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genetic 

algorithm (GA)이다[11],[12]. GA는 초기해 생성 후 교차, 변이

를 거쳐 새로운 해를 생성하고, 그 해가 기존의 해보다 좋으면 

기존의 해 집단으로 대치되는 알고리즘이다[13],[14]. 교차, 변이, 

대치 방법에 따라 GA의 성능이 달라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두 

해의 평균을 구하는 산술 교차를 사용하였으며 변이 비율을 10 

%로 두었고 대치는 가장 좋은 해 집단만 남기는 방법을 선택하

였다. 8개의 소자 위치들을 설계변수로 두고 식 (15)의 min을 

최소화하였는데, GA의 파라미터는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GA 인구수 300

GA 세대수 1000

교차 산술 연산

변이 비율 10 %

표   2 GA 파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GA

3.3. 광대역 컨포멀 플랫폼 배열 안테나 빔 형성 결과

MLSM을 이용한 빔 형성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광대역 Bezier 플랫폼 배열 안테나의 빔 형

성을 수행한 결과를 LSM을 수행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결

과는 matlab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득하였으며, 시뮬레

이션 조건은 표 3과 같다.

플랫폼 Bezier 플랫폼

주파수 2~6 GHz (0.2 GHz 간격)

조향각 -30°, 0°, 30°

배열 소자수 8개

소자 패턴 Gaussian

MLSM 가중치 함수 Gaussian

표   3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3 Condition of simulation

먼저 소자들의 위치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그림 4와 같은 최

적 소자 위치를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최적의 소자 위치에서의 

주파수, 조향각에 따른 빔 조향을 수행한 결과 다음의 그림들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주파수 2~6 GHz 대역에서 조향각 -30, 0, 

30도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5는 조향각 –30도일 때 LSM을 이

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이며, 그림 6은 M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이다. 그림 7은 조향각 0도일 때 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이며, 그림 8은 M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

이다. 그림 9는 조향각 30도일 때 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이며, 그림 10은 M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이다. 

2~6 GHz 대역에서 0.2 GHz 간격으로 빔 패턴을 형성하였으나, 

표기상의 문제로 1GHz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4 GA를 이용하여 획득한 최적 소자 위치

Fig. 4 Optimum element positions obtained by GA

그림 5 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주파수 2~6GHz 대역, 

조향각 -30°)

Fig. 5 Result of optimum beam forming using LSM 

(Frequency 2~6 GHz, Steering angl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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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주파수 2~6GHz 대

역, 조향각 -30°)

Fig. 6 Result of optimum beamforming using MLSM 

(Frequency 2~6 GHz, Steering angle -30°)

그림 7 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주파수 2~6GHz 대역, 

조향각 0°)

Fig. 7 Result of optimum beam forming using LSM 

(Frequency 2~6 GHz, Steering angle 0°)

그림 8 M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주파수 2~6GHz 대

역, 조향각 0°)

Fig. 8 Result of optimum beam forming using MLSM 

(Frequency 2~6 GHz, Steering angle 0°)

그림 9 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주파수 2~6GHz 대역, 

조향각 30°)

Fig. 9 Result of optimum beam forming using LSM 

(Frequency 2~6 GHz, Steering angle 30°)

그림 10 MLSM을 이용한 최적 빔 형성 결과(주파수 2~6GHz 대

역, 조향각 30°)

Fig. 10 Result of optimum beam forming using MLSM 

(Frequency 2~6 GHz, Steering angle 30°)

그림 11 조향각과 주파수에 따른 LSM과 MLSM의 PSLL 비교

Fig. 11 PSLL comparison between LSM and MLSM according 

to steering angle an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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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결과 모두 육안으로는 성능 구별이 어려우므로,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PSLL과 조향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1

을 보면 대부분의 조향각, 주파수에서 LSM보다 MLSM이 더 낮

은 PSLL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조향각과 주파수에 따른 LSM과 MLSM의 조향각 비교

Fig. 12 Steering angle comparison between LSM and MLSM 

according to steering angle and frequency

평균 PSLL (dB) 평균 조향 오차 ()

LSM -16.6942 0.7619

MLSM -17.6327 0.6190

표   4 LSM과 MLSM의 평균 PSLL, 메인 빔의 조향각 비교

Table 4 Mean PSLL and steering angle comparison of LSM 

and MLSM

그림 12는 메인 빔의 조향각이 목표 조향각에 얼마나 잘 맞는

지를 나타낸 것으로 MLSM이 LSM 보다 좀 더 정확한 조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PSLL과 메인 빔의 조향각을 

평균으로 정리한 것이다. MLSM을 적용한 빔 조향의 경우가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LSM을 이용한 빔 형성 연구에서 발생

하는 단점을 보완한 MLSM을 적용한 빔 형성에 대하여 연구하였

다. MLSM은 LSM에서 변형된 보간법으로 LSM보다 더 정확한 

보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MLSM을 컨포멀 플랫폼의 하나인 

Bezier 플랫폼 배열 안테나의 빔 형성에 적용하였으며, GA를 이

용한 소자 최적화를 수행하여 2~6 GHz에서도 빔 형성이 가능한 

최적의 소자 위치를 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0, 0, 30도 조향

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기존의 LSM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PSLL을 더 낮출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조향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이 제안한 MLSM을 이용하면 항공기의 표면과 

같은 컨포멀 구조에 부착되는 배열 안테나의 최적 빔 형성이 가

능하며, 재밍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2~6 GHz에서도 잘 적용되므

로, 향후 전자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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