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감시 정찰이나 추적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는 모노펄스 

레이다는 재래식 재밍 기술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전자보

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전의 전자공격(electronic 

attack: EA) 분야 재밍(jamming) 연구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이 연구된 모노펄스 추적 레이다에 대

한 주요 재밍 방식은 크로스폴(cross polarization), 크

로스아이(cross-eye), 블링킹(blinking), 지형 바운스

(terrain bonce) 재밍 등이 있다[1-4]. 

그러나 단일 플랫폼에 재머를 탑재하여 안정적인 재

밍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로스아이 재밍과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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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면반사를 이용한 크로스아이 재밍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노펄스 레이다의 추적오차를 분석한

다. 크로스아이 재밍은 위상과 진폭이 다른 두 신호를 동시에 레이다로 송신하여 레이다 추적 시스템에 오차를 발생

시키는 방법이다. 모노펄스 레이다가 지형 바운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크로스 아이 재밍신호를 수신하면 고각 방향으

로 추적오차가 발생 한다. 다중반사가 존재하는 저고도 환경에서 추적 레이다 수신기에서는 재머에서 송신된 신호가 

직접 경로와 반사 경로 두 신호가 도달하여 그 경로 차에 의해 오차가 발생한다. 지형 바운스 재밍은 단일 재머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밍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지형 반사각과 지형의 산란 정도에 의해서 제한된

다. 본 연구는 해상에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로부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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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tracking error of monopulse radar caused by cross-eye jamming using 

terrain bounce is analyzed. Cross-eye jamming is a method of generating an error in a radar tracking 

system by simultaneously transmitting two signals with different phases and amplitudes. When the 

monopulse radar receives the cross-eye jamming signal generated by the terrain bounce, a tracking 

error occurs in the elevation direction. In the presence of multipath, this signal is a combination of 

the direct target return and a return seemingly emanating from the target image beneath the terrain 

surface. Terrain bounce jamming has the advantage of using a single jammer, but the space aff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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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재밍이 제일 많이 연구되고 있다[5,6]. 특히 크로스

아이 재밍은 항공기나 함정의 기동에 강인한 재귀형 크

로스 아이 재밍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재귀형 크로스 

아이 재밍은 2세트의 수신기와 재머가 동기 되어 사용

되어야 하므로 구조가 매우 크고 복잡하다[7-9]. 

본 논문에서는 1세트의 수신기와 재머로 지표면이

나 해면 등 지형 바운스(반사와 산란)를 이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크로스 아이 재밍을 구현하여 모노펄스 레이

다의 추적을 오도시키는 수직 크로스 아이 재밍의 원리

와 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모노펄스 레이다의 추적 원리, 3

장에서 크로스 아이 재밍 원리, 4장에서 지형 바운스를 

사용하는 수직 크로스 아이 재밍, 5장에서 지형 바운스 

크로스 아이 재밍 효과를 기술한다.

2. 모노펄스 레이다 추적 원리

모노펄스 레이다는 한 개의 펄스 신호로 표적의 탐

지 및 추적이 가능하므로 전자전 입장에서는 재밍이 매

우 어려워서 중요한 위협으로 분류한다. 모노펄스 레이

다는 Fig. 1과 같이 2개 또는 그이상의 수신 안테나 피

드에 수신된 전력의 합과 차를 이용하여 표적의 위치와 

추적 방향을 계산한다. 특히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안테나의 추적 각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표

적을 연속적으로 추적 한다[10]. 

Σ Δ

Strong Null Signal
From Jammer

Error Correction Signal

= Δ - Σ

Δ
Response

Σ

Response

Fig. 1. Tracking response of a monopulse radar 

[11-12]

3. 크로스 아이 재밍 원리

Fig. 2는 모노펄스 레이다와 이것을 재밍하는 크로스 

아이 재머의 일반적인 조우 상황이다. 모노펄스 레이다

는 펄스변조 신호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추적하며 크로스 

아이 재머는 레이다 신호를 수신한 후에 신호의 위상 및 

진폭을 변형하여 재밍 신호를 만들어 송신한다. 이 때 재

밍 신호는  만큼 떨어진 2개의 재머에서 크기가 같고 

위상이 180도 다른 2 개의 재밍신호가 송신되어 모노펄

스 레이다 수신기에 방위각(azimuth angle)또는 고각

(elevation angle) 방향으로 추적 오차를 발생시킨다. 

Fig. 2. Operational drawing of monopulse radar 

and Cross-eye jammer[13]

모노펄스 레이다 수신기는 재밍신호가 표적 반사 신

호보다 20dB 이상 큰 경우 수신기에 도착한 두 개의 재

밍 신호만을 신호처리 하여 추적 각도를 계산한다. 크로

스 아이 재밍에 의한 모노펄스 레이다의 추적 각도 및 

추적 각도 오차, 추적 거리 오차는 참고문헌 [2-3]에서 

잘 설명되어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그 결과를 이용한다.

Fig. 2와 같이 두 개 재머의 거리를  ,  거리에서 

레이다로 추적할 수 있는 각도 범위를  ,  재머 기준선

(재머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가상의 선)의 직각방향(법

선 방향)과  레이다가 재머를 추적하는 방향이 이루는 

조우각도를 라 하면     이 된다. 따라서 레

이다의 추적 각도 오차  및 추적 오차 거리 는 

식 (1), (2)과 같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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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s

cos



       (2)

여기서, 는 두 개 재밍 신호의 진폭 비이고 는 위

상차이다.

4. 지형 바운스를 사용하는 수직 크로스 아이 재밍 

지형 바운스 재밍은 Fig. 3과 같이 저공으로 비행하

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대상으로 지상 또는 탑재체에 

설치된 재머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적의 미사일이 모노

펄스 레이다를 설치하고 아군의 재머를 추적해 올 때, 

탑재체에 설치된 아군 재머에서 적의 미사일이 다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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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면(또는 해면)을 향하여 재밍 신호를 송신하면, 재

밍신호가 지면(또는 해면)에서 반사되어서 적의 미사일

에 수신되어 미사일의 재머 추적방향을 방해한다. 지형 

바운스 재밍은 위의 경우와 반대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재머를 탑재한 아군항공기가 적의 지상 레이

다를 재밍 할 수도 있다.

Fig. 3. Geometry of a terrain bounce jamming 

  

Fig. 4는 재머에서 지형 바운스를 이용하여 미사일에 

설치된 적의 모노펄스 레이다를 재밍하는 개념도이다. 

여기서 는 반사면으로부터 재머까지의 높이, 은 

반사면으로부터 모노펄스 레이다가 설치된 미사일까지

의 높이, 는 반사면에 대한 바운스 재밍 입사각, 은 

재머로부터 모노펄스 레이다까지의 수평거리, 은 재

머로부터 모노펄스 레이다까지의 직접경로 거리, 는 

재머로부터 모노펄스 레이다까지의 다중경로 거리이다.

Fig. 4. Geometry of the ground bounce jamming  

재머에서 미사일을 향해 직접 경로재밍과 지형 바운

스 재밍을 실시하면 지형에서 반사된 재밍신호는 마치 

크로스 아이 재머에서 오는 신호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두 개 재머의 거리가 인 크로스 아이 재머의 각도

기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충분한 각도기만 효

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경로 재밍 신호와 지면에서 반

사된 재밍신호가 거의 같은 시간에 모노펄스 레이다에 

도착해야 한다. 또한 직접경로 신호의 수신각도와 지면 

반사 신호의 수신각도 차이가 모노펄스 레이다의 빔폭

보다 작아야 한다.

과 의 거리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

상오차  는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또한 표적

(missile or aircraft)이 재밍영역(jamming area)를 

이동하므로 이 변하므로 도 연속적으로 변한다

고 볼 수 있다[3].

 


              (3)

지형 바운스 크로스 아이 재밍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직접경로와 반사경로의 거리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두 신

호의 위상차를 고려해야하므로 재밍신호를 발생하는 디

지털 고주파 기억장치(digital radio frequency

memory)와 같은 신호 복제 및 지연장치가 필요하다. 

5. 지형 바운스 크로스 아이 재밍 효과 

Fig. 5는 Fig. 2에서 조우각(tracking angle)  가 

0◦인 경우에 와 를 변경하면서 식 (2)을 이용하여 

거리오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이고 

  일 때 최대 거리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크로스아이 재머의 안테나 거리( )에 

대한 추적거리오차()의 비(ratio)이다. 따라서 Fig. 

4에서 가 20m이면 은 40m가 된다[13-15].

Fig. 5. Phase mismatch of jammer vs. Miss 

distance of radar tracking  

Fig. 6, 7, 8은   ,   ,   인 경우에 위

상차 와 조우각 를 변경하면서 거리오차를 3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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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와 

  일 때 최대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인 경

우가    인 경우보다 조우각 증가에 따른 오차거리

가 훨씬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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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ngagement angle and phase mismatch of 

jammer vs. Miss distance of monopulse 

radar (a=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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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ngagement angle and phase mismatch of 

jammer vs. Miss distance of monopulse 

radar (a=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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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ngagement angle and phase mismatch of 

jammer vs. Miss distance of monopulse 

radar (a=0.6)

Fig. 9는   인 경우에 위상차 를 -360◦ ∼ 

360◦, 조우각 를 -90◦∼ 90◦로 변경하면서 거리오차

를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Fig. 4에서 

의 변화에 따라서  가 주기적으로 바뀌므로 추적오

차거리도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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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ngagement angle of jammer vs. Miss 

distance of monopulse radar (a=0.6)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노펄스 레이다에 지형 바운스 재밍

을 사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추적 거리 오차가 발생하는 

크로스 아이 재밍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한 개의 재머로도 구현이 가능하여 기존에 많이 연구된 

재귀형 크로스 아이 재머 보다 구현이 용이하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단일 재머의 구조와 호환성이 있기 때문

에 효과적으로 모노펄스 레이다 및 미사일 탐색기를 기

만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에 

대한 재밍이 매우 효과적이며, 다양한 조우각에서 공격

하는 미사일 탐색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다수 채널 크로

스아이 재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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