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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운전이나 항해 중 발견하기 힘든 위험 요소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에도 연구 중인 자율 주행 자동차나 지능형

로봇이 주변 환경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를 미리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레이더 등의 센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위치

추정에 필요한 값 중 하나로 타겟에 반사된 레이더 신호의 도래각

정보가 있다. 이 도래각 정보는 안테나 간의 간격으로 인해 수신 신호에

발생하는 위상차를 토대로 추정하게 된다. 이 때 방위각뿐만 아니라

고도각까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2차원 배열 안테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배열 안테나의 빔 패턴 중에서는 메인 로브와 크기가 동일한

그레이팅 로브가 존재하며 이에 의해 실제 타겟이 아닌 고스트 타겟을

추가로 잡게 되어 목표물의 도래각을 추정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

이러한 그레이팅 로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minimum

redundancy array 안테나 구조가 있지만, 해당 방법을 2차원에서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inimum redundancy

array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2차원 배열 안테나 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다른 2차원 배열 안테나 구조의 경우들과 비교 및

분석한다.

주요어 : 2차원 배열 안테나, 도래각 추정, 빔 패턴, grating lobe, main

lobe, minimum redundancy array, ghost target

학 번 : 2018-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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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때때로 주변 상황을 오직 인간의 감각 기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운전 또는 항해 중 안개가 짙게 끼거나 폭

우가 내리는 상황이나 주변에 빛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오직 전조등이나

램프에서 나오는 불빛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제한된다. 이와 같이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온전하게 확보하기 어려

운 환경에서 갑자기 장애물을 맞닥뜨리는 경우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

하게 되면 운전자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미리 탐지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

주행 자동차나 지능형 로봇에 대한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때 메인 프로세서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레이더(Radar)나

라이다(Lidar) 등의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목표물(target)

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연구가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1-3].

그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위치를 탐지할 때 관찰자를 기준

으로 목표물의 거리, 상대 속도, 그리고 방향을 추정한다. 관찰자와 목표

물 사이의 거리는 레이더 신호가 목표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관찰자와 목표물 사이의 상대 속도는 신호가

목표물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동안 목표물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

는 도플러 천이(Doppler shift)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림 1.1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도래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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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물의 방향은 그림 1.1 같이 목표물에서 반사된 레이더 신호를 수

신할 때 안테나 간에 발생한 경로차(path difference)를 이용한다. 이

경로차에 의해 각 안테나 수신부에 들어온 신호마다 각도 �만큼의 위상

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 위상차를 이용하여 안테나로 들어오는 신호의 도

래각(Direction of arrival, DOA)을 추정한다. 여기서 도래각 �는 곧 목

표물의 방향에 해당한다.

그림 1.2 레이더를 이용한 물체 탐지

그런데 그림 1.2와 같이 파란색 사각형 부분에 해당하는 물체들 사이

에 높이 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좌우에 해당하는 방위각(azimuth

angle)뿐만 아니라 위아래에 해당하는 고도각(elevation angle)에 대한

추정 또한 필요하다. 이와 같이 방위각과 고도각을 모두 구하기 위해서

는 2차원 배열 안테나(2-dimension array antenna)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선형 배열 안테나에 대하여 위에 추가로 선형 배열 안테

나를 얹는 방법에서 시작하여 L 모양이나, 원형 배열 안테나, 그리고 평

면 배열 안테나 등 다양한 형태의 2차원 배열 안테나가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9].

일반적으로 배열 안테나(array antenna)의 경우 각 안테나에서 나오

는 빔들의 조합으로 하나의 빔 패턴(beam pattern)을 형성한다. 이 때

안테나 요소들 사이의 간격에 의해 메인 로브(main lobe)와 같은 크기

의 그레이팅 로브(grating lobe)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레이팅 로브에

의해 실제 목표물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 대한 도래각이 결과

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 Moffet은 배열 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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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 안테나 요소들 사이의 최적의 간격을 정하는 minimum

redundancy array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그레이팅 로브 문제를 해결하였다[10]. 이는 비록 오래된 연구 논문이

지만 오늘날까지도 배열 안테나의 구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꾸준히 인

용되고 있는 논문이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최적의 2차원 배열 안테나

구조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주제로 남겨두었다. 2차원 배열 안테나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안테나 소자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배열 안테

나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한 2차원 배열 안테나 구

조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11].

오늘날까지 2차원 배열 안테나에 대한 minimum redundancy array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1차원의 minimum

redundancy 배열 안테나를 응용하여 2차원 배열 안테나를 구현하여 이

를 통해 방위각과 고도각을 모두 추정하는 연구는 존재한다[12-14].

그 중 최소의 redundancy를 가진 선형 배열 안테나 2쌍을 이용하여 L

모양의 2차원 배열 안테나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minimum redundancy array를 응용한 새로운 2차원 배열 안테나 구조

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안테나 배열 구조들과 메인 로브와 그레

이팅 로브 사이의 간격을 비교하여 성능을 논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배경 지

식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2장에서의 배경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2차원 배열 안테나 구조를 제시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다른 배

열 안테나와 성능을 비교하며, 5장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면서 의의를

언급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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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제 1 절 신호 모델링

그림 2.1.1 1차원 배열 안테나에 수신된 신호

우선 1차원에서의 신호 모델링에 대하여 설명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래각(DOA)을 추정할 때 목표물에서 반사된 레이더

신호를 수신 시 그림 2.1.1과 같이 안테나 간에 ����� 만큼 발생한

경로차를 이용한다. 이 때 해당 목표물과 레이더는 원거리장(far-

field)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 안테나 요소들로 들어오는 신호의 방향,

즉 도래각은 �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원거리장이란 전파의

파장에 비해 거리가 매우 먼 경우에 해당하며, 근래에 쓰이는 레이더는

UWB(Ultra Wideband) 레이더나 FMCW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레이더와 같이 매우 짧은 파장의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을 원거리장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앞의 설명을 기반으로 선형 배열 안테나에서 수신한 신호를

모델링한다. 우선, 목표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더 신호를 시간 �에

수신한다고 할 때, 돌아온 레이더 신호 �(�)는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 =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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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타겟(target)의 개수를 의미하며, �(�) 는 각 타겟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더 신호들인 ��(�), ��(�), … , ��(�)을 모아 형성한

하나의 벡터(vector)다. 원거리장에서는 그림 2.1.1과 같이 반사된

레이더 신호가 안테나에 들어오게 되는데 인접한 두 안테나에 들어오는

신호들끼리는 ����� 만큼의 경로차가 발생한다. 이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차(phase difference)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인접한 두 안테나 사이의 간격이며, �는 반사된 레이더

신호의 속도, �는 �번째 타겟의 도래각, �와 �는 각각 레이더 신호의

파장과 주파수를 의미한다. 이에 의해 � 개의 안테나로 구성된 선형

배열 안테나에서 �번째 안테나의 경우 첫 번째 안테나에 비해 (� −

1)�의 위상차가 발생하며, 이를 응용하여 �번째 안테나에서 수신된

신호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식 (3)에서 ��(��)를 �개의 안테나에 대하여 모두 모은 것을

� 번째 타겟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온 레이더 신호에 대한 조향

벡터(steering vector)라고 하며 이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안테나에서 신호를 수신할 때 잡음이 낄 수 있으며 이 때의 잡음은

Gaussian 잡음이라고 하면, � 개의 타겟에서 반사된 레이더 신호를

�번째 안테나에서 수신했을 때의 신호 ��(�)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2)

��(�) = �
����

(���)������
� ��(�) = ��(��)��(�) (3)

�(��) = [��(��),��(��), … ,��(��)]�

= �1, �
���

������
� , �

���
�������

� , … , �
���

(���)������
� �

� (4)

��(�) =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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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의 안테나로 구성된 선형 배열 안테나에서 수신된 신호

�(�)는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2차원 상의 신호에 대한 모델링도 1차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개할

수 있다. 우선 직교 좌표계 상에서 안테나 간 간격이 �로 동일한 평면

배열 안테나가 �� 평면 위에 존재한다고 할 때, 아래의 그림 2.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2 2차원 배열 안테나에 수신된 신호

여기서 � 와 � 가 도래각에 해당하며 � 는 방위각, � 는 고도각을

의미한다. 원거리장에서는 타겟에 반사되어 안테나에 들어오는 신호들은

모두 서로 평행하므로 각 안테나에 수신된 신호의 방향, 즉 도래각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 1차원 배열 안테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안테나에 들어오는 신호들 간에 경로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각각의 경로차는 아래의 그림 2.1.3과 2.1.4와 같이 �축과 �축 각각에서

안테나 간격에 의한 경로차를 원 신호로 정사영(projection)시켜 이들의

합이 인접한 두 안테나 사이의 경로차가 된다.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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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축 상에서의 경로차와 이를 원 신호로 정사영시킨 결과

그림 2.1.4 �축 상에서의 경로차와 이를 원 신호로 정사영시킨 결과

따라서 �축 방향으로의 안테나 개수가 ��개, �축 방향으로의 안테나

개수가 ��인 총 � = �� × ��개의 안테나로 구성된 평면 배열 안테나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안테나와 (�� ,��) 에 위치한 안테나 간에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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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차는 �(�� − 1)���� + �(�� − 1)��������가 되며 이 경로차에 의해

두 수신 신호 간에 위상차가 발생하게 된다. � 번째 타겟에 대하여

(��,��)에 위치한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위상차는 아래와 같다.

식 (7)을 이용하여 �개의 타겟에 맞고 (��,��)에 위치한 안테나에서

수신한 신호 �����
(�) 는 Gaussian 잡음 �����

(�) 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 개의 안테나로 구성된 평면 배열 안테나에 수신된 신호

�(�)는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 는 � 개의 안테나에서의 조향 성분들, 즉

�����
(��,��) 을 모아놓은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를 모든 타겟 � 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 식 (10)과 같이 �� ×�� 의 �����
(��,��)

성분들을 모아 놓은 조향 행렬 �(�� ,��)을 �개 쌓아 놓은 3차원 형태의

행렬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이후에 도래각 추정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과정

중 수신 신호 �(�) 의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을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향 행렬

�(�� ,��)을 그림 2.1.5와 같은 방식으로 벡터화(vectorization)하여 식

(11)과 같이 표현하였다.

�����
(��,��) = �

����
�(����)�����������������������

� (7)

�����
(�) = ������

(��,��)��(�)

�

���

+ �����
(�) (8)

�(�) = �(�,�)�(�) + �(�) (9)

�(��,��) = �

���(��,��) ⋯ ����
(��,��)

⋮ ⋱ ⋮
����

(��,��)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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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조향 행렬 �(�� ,��)을 �(��,��)로 벡터화

이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 �(�)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2 절 2차원 상의 도래각 추정 알고리즘

Bartlett 알고리즘은 conventional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며, 빔

포밍(beam forming) 알고리즘 중 하나다. 이 알고리즘은 안테나로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가중치 벡터 �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이 때, 해당 신호인 �는 각 안테나에 수신된 신호 �와

가중치 �의 선형 결합(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수신

�(��,��) = ����, … , ����, … ,����
, … , �����

�
�

(11)

�(�) = �(�,�)�(�) + �(�)

whe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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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의 세기 �(�)는 �의 제곱값의 평균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 은 � 의 자기상관 행렬이다. 이에 대한 최댓값을 구하는

최적화 문제를 풀면 가중치 벡터 �는 다음과 같다.

�(�,�)는 방위각 �와 고도각 �에 대한 수신 안테나의 조향 벡터에

해당하며 여기서 구한 가중치 벡터를 다시 �(�) 에 대입하면 공간

스펙트럼(spatial spectrum)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공간 스펙트럼 값은 방위각과 고도각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공간 스펙트럼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곧 해당 도래각 방향에서

수신된 신호가 가장 세다는 의미이므로, 공간 스펙트럼 값이 최대값이

될 때의 방위각과 고도각이 곧 타겟의 도래각이 된다. 이를 통해

목표물에 대한 2차원 상의 도래각을 추정한다.

제 3 절 그레이팅 로브(Grating lobe) 문제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면 배열 내 안테나 각각에서 나오는 빔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빔을 형성하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단일 안테나

소자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빔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때

안테나의 배열을 조절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안테나 빔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이를 토대로 특정 방향으로 신호를 집중적으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응용하면 목표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더

신호를 가장 잘 수신할 수 있는 방향을 확보하여 목표물이 어느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다.

�(�) = ����� (13)

� =
�(�,�)

���(�,�)�(�,�)
(14)

�(�,�) =
��(�,�)���(�,�)

��(�,�)�(�,�)
(15)



11

따라서 � 개의 안테나 소자를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한 선형 배열

안테나에 대하여 빔 패턴은 제 1장에서 소개한 신호 모델링을 기반으로

각 안테나 소자에서의 조향 성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배열

성분(array factor, AF)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5개의 안테나 소자를 1.5λ의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치한 선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 각도 �에 따른 ��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아래

그림 2.3.1과 같으며, 이는 곧 해당 배열 안테나의 빔 패턴을 나타낸다.

그림 2.3.1 균일한 간격의 선형 배열 안테나의 빔 패턴(� = 5)

빔 패턴의 경우, 일반적으로 0부근에 위치한 로브(lobe)를 메인

로브(main lobe)라고 하며 나머지 부분은 사이드 로브(side lobe)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위의 그림 2.3.1과 같이

메인 로브와 동일한 크기를 가진 로브가 존재하는데 이를 그레이팅

로브(grating lobe)라고 한다.

�� = 1 + �
���

�����
� + �

���
������

� + ⋯+ �
���

(���)�����
�

= ��
���

(���)�����
�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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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그림 2.3.1의 빔 패턴을 이용한 도래각 추정

여기서 그림 2.3.1의 빔 패턴을 갖는 안테나를 이용하여 인접한 두

목표물의 방향을 추정하였다. 이 때 목표물은 각각 −8°와 13° 방향에

존재한다. 해당 안테나를 이용한 각도 추정 결과는 그림 2.3.2와 같으며,

해당 스펙트럼 분포에서 목표물의 위치인 −8°와 13° 에서만이 아니라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위치에서도 피크(peak)값이 관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메인 로브와 동일한 크기를 가진 그레이팅 로브에 의해

기존 목표물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도 피크값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고스트 타겟(ghost target)들에 의해 사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제 4 절 Minimum redundancy array

앞에서 언급한 그레이팅 로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 Moffet은

새로운 배열 안테나 구조인 minimum redundancy array를 제안하였다.

해당 배열 구조를 설명하기에 앞서 redundancy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자면, 배열 안테나 내에 안테나 소자들을 두 개씩 묶어서 하나의

쌍으로 볼 때 각각의 쌍이 가질 수 있는 간격의 크기들 중 중복된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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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존재하는 경우들을 의미한다.

그림 2.4.1 선형 배열 안테나의 소자 간 간격

그림 2.4.1에서 윗부분은 5개의 안테나 소자들이 1d, 3d, 3d, 2d의

간격으로 배열된 선형 배열 안테나를 나타내며,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은

각 안테나 간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간격의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 각

안테나 간 간격들을 모아보면 1d, 2d, 3d, 3d, 4d, 5d, 6d, 7d, 8d, 9d가

있다. 이를 보면 1d부터 9d까지 연속으로 모두 존재하지만 간격 3d가

하나 남는다. 이 3d을 redundancy로 보며, 이러한 redundancy를

최소로 하는 배열 안테나 구조를 minimum redundancy array라고 한다.

단일 안테나인 경우는 제외하고 안테나 소자 수가 2, 3, 4개인 경우에

대해서는 redundancy가 전혀 없는 zero-redundancy 배열 구조가

존재하지만, 소자 수가 5개 이상의 경우부터는 zero-redundancy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는 배열 구조를 A.

Moffet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 냈고 이에 대한 minimum

redundancy array 예시는 아래의 그림 2.4.2와 같다.



14

그림 2.4.2 안테나 소자 개수에 따른 minimum redundancy array

Minimum redundancy array의 장점으로는 동일한 안테나 소자 수로

구성된 다른 배열 안테나 구조에 비해 높은 분해능을 보여주며 그레이팅

로브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테나

소자 수가 5개일 때 균일한 간격의 배열 안테나(ULA)와 minimum

redundancy 간격인 배열 안테나(MRLA)의 경우, 빔 패턴 모양과 파워

스펙트럼 분포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안테나 간격만 다르게 하고 안테나

소자의 성능과 개수, 개구면 면적은 동일하게 하였다. 빔 패턴과 파워

스펙트럼 분포는 아래의 그림 2.4.3과 그림 2.4.4와 같다.

그림 2.4.3 ULA와 MRLA에서의 빔 패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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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ULA와 MRLA에서의 스펙트럼 분포 비교

해당 그래프 결과를 보면 ULA보다 MRLA에서 그레이팅 로브 수가

좀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스펙트럼 분포에서도 실제로

ULA보다 MRLA에서 타겟들 이외의 부분에서 피크 값이 잡히는 경우가

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nimum

redundancy array를 적용하면 그레이팅 로브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차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레이팅 로브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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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 기법

안테나 소자 간 간격에 대해 minimum redundancy를 갖는 배열

안테나 구조의 경우, 선형 배열 안테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예시를

충분히 찾은 상태이지만, 평면 배열 안테나에 대해서는 단순히

1차원에서의 경우와는 다르게 안테나 소자를 놓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따라서 2차원 배열 안테나에

관한 연구 중에서 안테나 소자 수에 따른 최소의 redundancy를 갖는

배열에 관한 논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1차원에서의 minimum

redundancy 배열 안테나 구조를 이용하여 2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존재한다[12-14]. 본 논문에서는 1차원 상에서 안테나 소자 간

간격의 redundancy가 최소인 경우를 응용하여 2차원 배열 안테나에서

소자 간 간격의 redundancy를 줄인 구조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림 3.1 y : d, 3d, 6d, 2d, 3d, 2d / z : d, 3d, 6d, 2d, 3d,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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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y : d, 3d, 6d, 2d, 3d, 2d / z : 2d, 3d, 2d, 6d, 3d, d

제안하려는 평면 배열 안테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총 9개의 안테나

소자를 yz평면 상에 배치하려고 한다. 우선 위의 그림 3.1과 3.2와 같이

사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안테나 소자를 배치한다. 이에

사용된 4개의 안테나 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안테나 소자 5개를 사각형

내부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 때 나머지 안테나에 대하여 각각 y 축과

z축에 정사영시켰을 때 각각에 대하여 minimum redundancy array가

되도록 안테나를 배치한다.

나머지 5개의 안테나를 포함하여 y 축과 z 축에 각각 정사영시키면

y축과 z축에 7개의 안테나가 존재하는 형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2.4.2에서 제시한 minimum redundancy array 구조 예시에

따르면 안테나 소자가 7개일 때의 minimum redundancy array가 되는

간격은 1, 3, 6, 2, 3, 2와 2, 3, 2, 6, 3, 1로 두 가지가 있다. 이를 토대로

표현 가능한 격자 형태로는 위의 그림 3.1과 3.2와 같이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여기서 �는 안테나의 단위 간격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안테나 소자 간 간격이
�

�
보다 작으면 이들 간에 상호 커플링(mutual

coupling)이 생겨나 배열 안테나의 빔 패턴 생성에 영향을 주는 때문에

안테나 소자 간 간격은 적어도
�

�
보다는 커야 한다. 그림 3.1과 3.2에

따르면 소자 간 간격이 가장 작을 때의 해당 간격은 √2�이므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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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를 구성할 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17)을 바탕으로 편의상 �를 2�로 정하였다.

이 때 y축이나 z축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축과 평행한 6개의

점선 중 이미 소자가 배치된 꼭지점 부분을 지나지 않는 나머지 5개의

점선에 대해서 각 점선마다 안테나 소자를 하나씩 배치한다. 즉, 아래의

그림 3.3과 같이 5개의 파란색 상자 내 공간마다 안테나 소자를

y좌표가 겹치지 않도록 한 개씩 배치한다.

그림 3.3 나머지 5개의 안테나 소자 배열 예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열 안테나를 형성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2 × 5!로 총 240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2차원 빔 패턴과

스펙트럼 분포를 구한다. 배열 안테나에서 안테나 소자 간 간격에 대한

redundancy를 줄일수록 그레이팅 로브의 개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각각의 배열 안테나 구조들에 대한 2차원 빔 패턴 그래프를

√2� >
�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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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내고 그 중 메인 로브와 동일한 크기를 가진 그레이팅 로브가

존재하는 빔 패턴을 보이는 배열 안테나 구조와 그렇지 않은 배열

안테나 구조와의 도래각 추정 결과를 파워 스펙트럼 분포 그래프를 통해

비교하였다. 아래의 그림 3.4와 3.5는 제안한 방법으로 구성한 평면

배열 안테나들 중 일부이며 이에 대한 2차원 빔 패턴 모양을

3점투시도로 표현하였으며, 그림 3.6은 목표물의 도래각 (�,�)가 각각

(4°, 46°), (−5°, 38°)일 때 각 배열 안테나 구조에 대한 스펙트럼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4 제안한 배열 안테나 구조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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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제안한 배열 안테나 구조 예시 2

그림 3.6 그림 3.4(좌)와 3.5(우)에 대한 스펙트럼 분포

그림 3.4의 2차원 배열 안테나 구조에 대한 빔 패턴을 보면 가운데의

메인 로브 이외에 메인 로브와 크기가 동일한 그레이팅 로브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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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3.6의 도래각 추정을 위한 파워

스펙트럼 분포를 보면 목표물의 방향에 맞게 정확하게 피크 값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림 3.5와 같은 2차원 배열 안테나 구조의 경우, 빔 패턴을

보았을 때 그레이팅 로브가 메인 로브를 중심으로 양 옆에 하나씩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0°, 0°) 에 위치한 메인 로브를

기준으로 (−36°, 30°) , (36°,−30°) 지점에 그레이팅 로브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그림 3.6의 파워 스펙트럼 분포를 보면 실제 목표물의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인 (4°, 46°) , (−5°, 38°) 이외에 오른쪽 윗부분인

(35°, 79°) , (28°, 74°) 에서 피크 값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목표물 이외의 고스트 타겟이 잡힘으로써 배열 안테나의 빔 포밍시 생긴

그레이팅 로브에 의해 사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안테나 소자를 배치한 경우

그레이팅 로브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240가지의 안테나 배열 구조 중에서 그레이팅 로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성능이 가장 좋은 경우 하나를 선별한다.

우선 본 연구의 목적인 그레이팅 로브 문제 해결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가운데의 메인 로브를 중심으로 이와 크기가 비슷한 그레이팅

로브가 존재하는지 판별하여 최대한 그레이팅 로브가 없는 경우의 빔

패턴을 가진 배열 안테나를 선별한다. 이는 빔 패턴 관련 값인 정규화된

AF를 이용하는데, 메인 로브의 AF 값을 1로 했을 때 그레이팅 로브의

크기가 메인 로브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AF 값이 0.95보다 큰 경우

해당 부분을 그레이팅 로브로 보았다. 이에 따라 240개의 배열 안테나

구조 중 메인 로브 부분을 제외하고 AF 값이 0.95보다 큰 경우가

발견되는 배열 안테나를 제외하였을 때 140가지의 배열 안테나 구조가

남았다.

다음으로는 남은 140가지의 배열 안테나 구조 중 가장 성능이 좋은

구조를 찾기 위해 빔 패턴 내 사이드 로브의 크기를 이용하였다. 메인

로브를 제외한 나머지 로브들이 사이드 로브이며, 이는 메인 로브와는

다르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므로 레이더 송수신 시

잡음이 된다. 이로 인해 원하지 않는 정보나 잡음에 의한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사이드 로브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안테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140가지의 배열 안테나 구조의 빔 패턴에서

그레이팅 로브를 제외한 가장 큰 사이드 로브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여

해당 값이 가장 작은 안테나 배열을 찾아내었다. 이에 해당하는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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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은 아래의 그림 3.7과 3.8 2가지이다.

그림 3.7 제안한 배열 안테나 구조 중 좋은 성능을 보인 구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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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제안한 배열 안테나 구조 중 좋은 성능을 보인 구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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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 1 절 균일한 평면 배열 안테나와의 비교

앞 장에서 선별한 배열 안테나 구조인 그림 3.7과 3.8을 이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2차원 배열 안테나 구조와 성능 비교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하였다. 우선 균일한 평면 배열 안테나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4.1.1 균일한 평면 배열 안테나

해당 안테나 배열 구조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배열 안테나 구조와

사용한 안테나 소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의 그림 4.1.1과 같은 3

by 3의 배열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간격은 �로 일정하다. 또한 제안한

배열 안테나 구조와 개구면 면적(aperture size)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두 평면 배열 안테나의 변의 길이가 서로 일치하도록 아래 그림

4.1.2과 같이 조절하였다. 그림 4.1.2의 경우, 그림 3.8의 배열 안테나

구조에 대해서 그림 4.1.1의 균일한 평면 배열 안테나 구조와 변의

길이를 일치시킨 것이지만, 그림 3.7의 배열 안테나 구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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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개구면 면적을 동일하게 맞춘 두 배열 안테나 구조

그림 4.1.3 균일한 평면 배열 안테나에서의 스펙트럼 분포와 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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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그림 3.7의 배열 안테나에서의 스펙트럼 분포와 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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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그림 3.8의 배열 안테나에서의 스펙트럼 분포와 빔 패턴

각각의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전방에 있는 2개의 목표물에 대한

도래각 추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스펙트럼 분포와 빔

패턴 결과는 그림 4.1.3, 4.1.4, 그리고 4.1.5와 같이 나타났다. 이 때,

목표물에 대한 도래각 (�,�)는 각각 (4°, 46°), (−5°, 38°)이다. 이에 대해

간격이 균일한 평면 배열 안테나의 경우, 그림 4.1.3의 빔 패턴과 같이

가운데에 있는 메인 로브 주변에 크기가 동일한 그레이팅 로브가 여러

개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파워 스펙트럼 그래프에서도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실제 목표물의 도래각 외 다른 위치에서도 피크 값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제안한 배열 안테나의 경우에는 그림 4.1.4과

4.1.5와 같이 빔 패턴에서 그레이팅 로브가 보이지 않으며 이에 의해

스펙트럼 그래프에서도 해당 목표물의 도래각 외에 다른 피크 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L자형 minimum redundancy array 안테나와의

비교

이번에는 각 변이 minimum redundancy linear array로 구성된 L자형

배열 안테나와 성능을 비교하였다[6]. 우선 사용한 안테나 소자의

개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L자형 안테나에도 9개의 안테나 소자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y 축과 z 축에 각각 5개의 안테나가 존재하게

된다. 이 5개의 소자간 간격에 대하여 redundancy를 최소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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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을 이용하여 각 소자간 간격을 1, 3, 3, 2로 배치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구면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앞의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열 안테나를 아래의 그림 4.2.1과 같이

조절하였다.

그림 4.2.1 개구면 면적을 동일하게 맞춘 두 배열 안테나 구조

그림 4.2.2 L자형 minimum redundancy array 안테나의 스펙트럼

분포와 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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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각 배열 안테나에 대해서 전방의 타겟 2개에 대한 도래각

추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스펙트럼 분포와 빔 패턴

결과는 L 모양의 배열 안테나의 경우 그림 4.2.2와 같이 나타났다.

타겟에 대한 도래각 (�,�)는 각각 (4°, 46°) , (−5°, 38°)이다. L 모양의

배열 안테나의 경우, 빔 패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레이팅 로브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펙트럼 분포를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배열 안테나 구조에 대한 스펙트럼 분포인 그림 4.1.4와 4.1.5에 비해

피크 점이 퍼진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테나

구조가 L자형 minimum redundancy array 안테나에 비해 좀 더 높은

분해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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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목표물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표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중 목표물의 방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표물에

레이더 신호가 맞고 반사되어 배열 안테나로 들어올 때 각 안테나 소자

간에 생기는 위상차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방향에 해당하는 도래각을

추정하게 된다. 이 때 목표물에 대한 방위각과 고도각 정보를 모두

알아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차원 배열 안테나가 필요하다. 그런데,

배열 안테나는 안테나 소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빔 패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빔 패턴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빔 포밍을 했는가에 따라

메인 로브와 동일한 크기를 가진 그레이팅 로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실제 타겟의 도래각과는 전혀 다른 도래각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안테나 소자의 배열에

변화를 주어 기존과는 다른 빔 패턴을 형성하여 그레이팅 로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 내용 중에서 minimum

redundancy array 배열 구조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정된 안테나 소자

수 내에서 그레이팅 로브의 수를 최대한 줄이며 동시에 분해능 성능을

끌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2차원으로 확장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배열 안테나 구조를 2차원에 응용한 새로운

배열 안테나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안테나 소자를 2차원 상에 나열하였는데 4개는

정사각형 꼭지점에 배치하고 나머지 5개를 사각형 안쪽에 배치하였다.

이 때 나머지 5개의 소자에 대해서는 y축과 z축에 각각 정사영시켰을

때 각각의 축에서 minimum redundancy array를 만족하도록 배치한다.

이를 통해 가능한 배열 안테나 구조는 240가지가 있었으며, 그 중

그레이팅 로브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이드 로브 크기가 작은

배열 구조를 선발하였다. 그 결과, 앞의 그림 3.7과 3.8의 2차원 배열

안테나 구조가 선택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목표물의 도래각 추정

시뮬레이션에서도 해당 타겟에 대한 스펙트럼 피크 값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배열 구조는 기존의 균일 평면 배열

안테나와 minimum redundancy를 활용한 L 모양의 안테나에 비해 실

성능이 더 좋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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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2차원 배열 안테나 구조를 제안하면서

기존에 제시된 2차원 배열 안테나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각도 추정 기술의 발달, 더 나아가서는 위치 추정 기술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안한 2차원 배열 안테나를 통하여 그레이팅 로브

문제를 해결하여 목표물에 맞고 돌아온 레이더 신호를 수신 시 따로

잡음이 존재하지 않는 한, 측정 당시 환경에 존재하는 목표물의 수만큼

정확하게 스펙트럼 피크 값을 얻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목표물의

도래각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차원 도래각 추정을

위한 배열 안테나 구조 연구에 대해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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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rray Antenna

for Solving Grating Lobe Problem

Kim Gihwan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protect humans from threats that are difficult to detect

while driving or sailing, information on the surrounding situations

must be secured in advance to prevent accidents. In addition,

autonomous vehicles or intelligent robots that are still under study

today must be able to detect them in advance in order to judge and

move according to their surroundings. Accordingl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technique of estimating the position of objects

using sensors such as radars. One of the values required for

positioning is the direction of arrival(DOA) information of the radar

signal reflected on the target. This information is estimated based on

the phase difference that occurs in the received signals due to the

interval between the antennas. To estimate not only azimuth angle

but also elevation angle, a two-dimensional array antenna is required.

However, in the beam pattern of the array antenna, there is a

grating lobe having the same size as the main lobe. This lobe can

cause to capture the ghost targets that are not the actual targets,

thereby causing troubles in estimating the target’s DOA.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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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one method using minimum redundancy array antenna

structure for solving these grating lobe problems, few studies have

applied the method in two dimensions. Therefore, a new two-

dimensional array antenna structure applying the minimum

redundancy array method is presented in this study, and its

performance is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cases of other two-

dimensional array antenna.

Keywords : 2-Dimension array antenna, DOA estimation, beam

pattern, grating lobe, main lobe, minimum redundancy array, ghost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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