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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조정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완전 디지털 능동배열레이다의 광역빔 설계
Wide Beam Design of a Fully Digital Active Array Radar
Using Convex Optimization with Only Phas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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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레이다는 한정된 시간내에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광역빔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완전 디지털 능동배열레이다
의 광역빔 설계에 적용 가능한 위상조정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SDR(SemiDefinite Relaxation) 개념을
적용하여 제한 조건을 완화시켜 non-convex 집합을 convex 집합으로 전환한다. 그 후 배열소자의 크기를 어느 정도 고정하
고 위상만을 조정하도록 제한조건을 적용하고, 고유값 분해를 통해 획득한 고유값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기존 유전알고리즘 적용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소자의 위상값만을 이용한 광역빔 설계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고, 완전 디지털 능동배열레이다를 이용하는 차기호위함/구축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fully digital active array radar uses a wide beam for effective mission performance within a limited time. This paper presents
a convex optimization algorithm that adjusts only the phase of an array element. First, the algorithm applies a semidefinite relaxation
technique to relax the constraint and convert it to a convex set. Then, the constraint is set so that the amplitude is fixed to some extent
and the phase is variable. Finally, the optimization is performed to minimize the sum of the eigenvalues obtained through eigenvalue
decomposition. Compared to the application results of the existing genetic algorithm, the proposed algorithm is more effective in wide
beam design for a fully digital active array radar.
Key words: Convex Optimization, Eigenvalue Decomposition, Fully Digital Active Array Radar, SemiDefinite Relaxation(SDR), Wide Beam

Ⅰ. 서

론

레이다(radar)는 원활한 표적 정보 획득을 위해 능동위
상배열레이다의 전기적 빔조향 특성을 이용한 빔그리드
를 형성하여 전방위각/고각에 대해 표적을 탐색할 수 있

다. 레이다는 한정된 시간 내에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
해 광역빔을 이용하며, 광역빔은 각 안테나 소자의 크기
나 위상을 조정하여 설계한다 .
광역빔 패턴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연구되어 왔다. 우선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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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 입자 군집 최적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알고리즘
은 무작위적인 탐색을 기반으로 최적해를 찾으며, 특히
해공간이 복잡하고 조정가능한 변수가 많은 빔패턴 최적
화 문제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 하지만 휴리스틱 알고
리즘은 무작위성을 기반으로 해를 찾아가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 계산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실제
구한 최적해가 전역적 최적해가 아니라, 국지적 최적해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결정론적 알고리즘이 등장하였다. 이 알고
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수식화하여 무작위성을 최소화하
여 효과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MVDR(minimum variance distortionless response), DLM(diagonal loading method) 등의 빔패턴 최적화에 대한 가능성을 증명
했다 . 또한 결정론적 알고리즘 중 하나인 convex 최적화
방법은 convex 집합과 convex 함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빔패턴 최적화 연구를 수행해왔다 . Convex 최적화
방법을 적용한 빔 패턴 최적화 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엽 및 부엽레벨의 상한 마스킹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최적화를 수행하
게 되면 광역빔의 주엽 부분에 리플이 크게 생겨 원하는
전력을 일정하게 방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엽레벨의 하한 경계 마스킹을 통해
최적화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는 non-convex 문제이기 때
문에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전디지털 능동위상배열레이다의 광역빔 패턴 최적화를
위한 위상조정 convex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SDR(semidefinite relaxation) 개념을 적용하여 제한조건을 완화시
켜 non-convex 집합을 convex 집합으로 전환한다 . 또한
배열소자의 크기는 고정하고 위상만을 조정하도록 제한
조건을 적용하고, 고유값 분해를 통해 획득한 고유값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 과정을 수행한다. 위상조정
convex 알고리즘을 이용한 광역빔 설계 결과와 기존 휴리
스틱한 방법으로 설계된 패턴과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확인한다. Ⅱ절에서는 광역빔 설계 개요, Ⅲ절에서는 위
상조정 convex 최적화 방법을 다룬다. Ⅳ절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광역빔 설계의 성능을 검증 및 분석
[3]

[4]

[5]

[4]

[6]

한다. Ⅴ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광역빔 설계 개요

2-1 광역빔의 필요성 및 설계 한계

레이다는 임무에 따라 주어진 안테나 개구면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빔을 형성하여 운용한다. 일반적으로 안테
나의 크기가 정해지면 레이다 운용빔의 빔폭은 정해진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하에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빔폭을 가변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광역빔을 설
계하기 위해 초기에는 개구면 바깥의 소자의 크기를 강
제로 0으로 설정하여 실 개구면 크기를 축소하는 효과를
내거나, 안테나 소자에 크기 테이퍼링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송신출력이 감소하는 큰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테나 소자의 위상만
을 조정하여 광역빔을 설계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하지
만, 제한된 bit 양자화 아날로그/디지털 위상변위기를 이
용하여, 불연속적인 위상값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적
용이 어려웠다.
2-2 완전디지털 능동배열레이다를 이용한 광역빔 설계

완전 디지털 능동배열레이다는 완전 디지털 빔형성 방
식을 이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변위기를 이용한
아날로그 빔형성 방식, 디지털 변위기를 이용하고 부배열
개념을 적용한 디지털 빔형성 방식보다 많은 장점을 가
지고 있다 . 완전 디지털 능동배열레이다는 그림 1과 같
이 소자 단위로 디지털 단에서 광역빔을 형성할 수 있어,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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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ig. 1. Structure of fully digital active array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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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크기와 위상을 bit 양자화 에러없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즉, 기존에 불연속적인
위상값만으로 패턴을 형성하여 광역빔 설계에 한계가 있
었다면, 디지털 단에서 자유롭게 위상 설정을 통해 광역
빔 설계가 가능하다.

Ⅲ. 위상조정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

3-1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 개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onvex
집합과
함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 Convex 집합
의 정의는 식 과 같으며, 이는 convex 최적화 문제를 정
의할 때 제한조건에 들어가는 명제의 필요조건이 된다.
Convex
convex
(1)
,

[9]

     ∈  →         ∈ 
 ≤  ≤  

(1)

정확히는 C라는 영역이 convex 집합인지에 대한 명제
이다. 이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C영역 위의 두 점
   을 선택하여 그 두 점을 일직선으로 이은 선이 존
재할 때, 그 선 위의 모든 점은  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모든 점은 C 영역 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만족할 때
영역 C는 ‘convex 집합’이라고 일컬을 수 있고, convex 최
적화 문제의 제한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반대로 위의 명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non-convex
집합’이라고 일컫고, convex 최적화 문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다.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서는 convex 함수
의 조건도 만족하여야 한다. Convex 함수는 convex 최적화
문제가 최소값을 찾는 함수, 즉 목적함수가 된다. Convex
함수의 조건 명제는 식 (2)와 같다.




          
≤              ≤  ≤  

(2)

이 명제를 설명하면, 먼저 임의의 벡터 두 개를 정하고,
그 두 벡터를 함수 f에 대입한 함수값을 구한다. 그리고
해당 벡터와 함수값을 갖는 점    을 일직선으로 연
결하였을 때, 일직선상 위의 모든 점은 해당 범위에서 함
수 f에 대입한 함수값들보다 모두 크다는 의미이다.




Convex

같다.

최적화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형태는 식 (3)과

min    subject to ∈ 

(3)

를 최소화시키는 x를 찾되, x가 영역 C에는 포함되
어야 한다는 제한조건을 가지는 최적화 문제 형태이다. C
는 위에서 언급한 convex 집합이어야 하며, 함수 f(x) 역시
convex 함수이어야 convex 최적화 문제 조건이 갖추어진
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convex 최적화 문제의
특징이 주어지는데, 먼저 ‘국지적 최적해(local optima)가
전역적 최적해(global optima)와 같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큰 단점이 바로 국지
적 최적해를 찾았을 때, 그것이 전역적 최적해가 아닌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체 해 영역 안에 여러 개의 국지적
해가 존재하고,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국지적 해, 즉 전역
적 최적해를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convex 최
적화 알고리즘은 convex 함수의 특징으로 인해 국지적 최
적해가 곧 전역적 최적해가 되는 큰 장점이 있다.
f(x)

3-2 광역빔 최적화 문제

광역빔을 최적화하기 위한 제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광
역빔 주엽레벨의 크기와 빔폭, 그리고 부엽레벨의 크기이
다.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형태는 식 (4)와 같다.
minimize x
1:
2:
3:

조건 주엽레벨 크기=0 dB
조건 주엽레벨 빔폭=5도
조건 부엽레벨≤
(4)
이 조건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면 주엽레벨의 하한 마스
킹이 없기 때문에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도
원하는 광역빔 패턴을 획득할 수 없다. 주엽이 비교적 편
평한 패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 4가 필요
하다.
조건 4: 주엽레벨≥−1 dB
(5)
하지만 식 (5)에서 조건 4는 non-convex 집합으로 convex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다.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을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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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위해서는 convex 집합, convex 함수를 만족해야
하지만 광역빔 패턴 최적화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어렵
다. 즉,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on-convex 집합을 convex
집합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완화된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

원하는 최적빔을 합성하는 문제에 convex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능동위상배열 레이다의 안테나 배열 원전
계 패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H
      

(6)

는 빔형성 허미션(hermition) 행렬신호이며,  는
각 소자별 크기와 위상으로 이루어진 벡터신호이다.  
   ,     라 정의하고, 식 (6)의 실수 부분을 재계
산하면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H
  







T

        
with   

    T     T 




T

 

  

T



    


(7)

는 transpose 연산자이며,  는 각각 실수, 허수를 표
현하는 연산자이다. 능동위상배열레이다의 원전계 방사
전력은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는 대칭 행렬
이기 때문에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T







T
       Tr   

with      T        

(8)

은 행렬의 대각 계수의 합을 의미하며 방사전력값
자체가 0보다 큰 양수값을 가지므로 X는 대칭 positive semidefinite 행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X로부터 x를 구
하기 위한 조건은 X는 0보다 같거나 크고, X의 랭크는 1
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배열소자의 크기/위상 분포인
x를 구할 수 있다.
위 식들을 정리하여 배열소자의 크기/위상 분포를 구
하기 위한 최적화 식을 정의하면 식 (9)와 같다.
Tr

 Tr    ∈    for    

find  such that   ≥ 
 rank   
(9)

위 식은 X가 0을 포함하고 있어, semidefinite 행렬이며,
482

랭크 제한조건이 들어있어 non-convex 문제이다. 랭크 제
한조건을 완화(relaxation)하면 convex 최적화 문제로 변환
이 가능하며, 이렇게 convex 문제로 변환하는 방법을 SDR
(semidefinite relaxation)이라 한다 .
[7]

find  such that

  ∈   for   
Tr
≥ 




(10)

식 (10)에서 랭크 조건을 삭제하였지만, X를 전역적 최적
해로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랭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랭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휴리스틱한 방법으로는
X의 고유값들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 위 식을 풀기
위해 각 k 번째  에 대해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min





Tr       



subject to

 

  ∈   for   
Tr
≥ 




(11)

여기서  는 정규화 상수, I는 단위행렬이며, 랭크가 1
보다 큰 경우에 한 해, 최적해는 고유값 분해를 통해  
   를 획득할 수 있다 . 여기서  는 고유값이며, 
는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행렬이다. 즉, 이를 통해 구하
고자하는 소자별 크기/위상 벡터 신호는   로 구
할 수 있다.
T

[11]

3-4 위상조정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 상세

설계하고자 하는 주엽이 넓은 광역빔을 최적화 설계하
기 위해서는 식(12)와 같은 제한조건이 있다.

≤ ≤≤   


 for ∈ Main lobe
 for ∈ Sidelobe (12)

주엽레벨은 하한   과 상한    내에 존재해야 하
며, 부엽레벨은 어떤   값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식 (12)에 식 (8) 및 SDR을 적용하면 식 (13)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find X
 Tr    ≥   for    

such that  Tr    ≤   for    
Tr
   ≤   for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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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크기는 고정시키고 위상만은 이용하여 최적화
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식 (6)과 식 (8)로부터 소자 N개
의 크기값은 식 (14)와 같이 설정된다.
T
              Tr        

(14)

식 (14)를 제한조건으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소자크기 고정 제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한 해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열소자의 크기를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같
도록  과  을 두어 제한조건을 설정하였고, 이로써 최
적해를 쉽게 획득함을 확인하였다. 식 (13)과 식 (14)의 범
위를 설정하여, 배열소자의 위상값을 구하기 위한 최종적
인 convex 최적화 식은 식 (15)와 같다.
n

n

find X
 Tr    ≥ 
 for    
Tr    ≤  
 for    
such that  Tr
   ≤  
 for     
Tr

   ≤    for    
n ≤
  ≥ 
(15)




Ⅳ.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및 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된 위상조정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
을 검증하기 위해 목적 광역빔을 설정하고 최적화를 수
행한다. 제안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휴리스틱한 방법인 유전알고리즘으로 설계된 패턴 과 비
교하였다. 표 1에는 목적 광역빔 및 안테나 변수를 정리하
였다. 최적화 시뮬레이션은 편의성을 위해 1D 배열을 고
려하여 수행하였다.
안테나 개구면의 배열 크기를 고려하여, 배열소자의
크기와 위상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 실제 빔폭은 2～3도
이다. 한정된 시간에 효과적인 탐색을 위해 송신빔에 적

용되는 광역빔은 9도로 설정하였고, 부엽레벨은 수신빔
의 부엽레벨(약 −40 dBc)를 고려하여 −10 dBc로 설정하
였다. 광역빔의 빔폭이 넒어질수록 부엽레벨은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10 dBc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
으로 보인다. 우선 유전알고리즘 으로 적용한 최적화 결
과 패턴은 그림 2와 같다.
패턴 결과를 보면 최적해를 찾아가려고 하지만, 주엽
레벨에서의 리플 및 부엽레벨 결과, 최적의 광역빔을 설
계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광역빔보다 좀 적은 약 5도
정도의 빔폭을 갖는 빔은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도 쉽
게 설계가 가능하지만, 9～12도 정도의 빔은 주엽부분에
서 리플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엽레벨이 많이 올라
오는 문제점이 생긴다.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획득한 56개 소자의 위상값
은 그림 3과 같으며, 획득한 소자의 위상값을 이용한 빔
패턴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식 (15)을 이용하여, 주엽레벨
은 상한 0 dBc, 하한 −1.5 dBc를 만족하는 10도빔, 부엽
레벨은 상한 −10 dBc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광역빔 패턴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원하는 제한조건에 맞
게 잘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다. 유전알고리즘 설계결과와
제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설계 결과와의 비교 결과는 표
2와 같다. 제안 알고리즘이 유전알고리즘보다 주엽하한
레벨이 조금 더 작지만, 빔폭 및 부엽레벨 면에서 우수하
[11]

[12]

광역빔 및 안테나 변수

표 1.
Table 1. Parameters of the wide beam and antenna parameter.
Wide beam beam width

9°

−

Side lobe level of wide beam

≤ 10 dBc

Array number

56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

그림 2.
Fig. 2. Optimization result using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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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able 2. Estimated information between genetic algorithm
and propoesd algorithm.

Beam width

제안알고리즘을 이용한 소자의 최적위상값

Genetic
algorithm[12]

Proposed
algorithm

9°

9.16°

9.08°

Side lobe level

−1.5 dBc
−10 dBc

Total time

-

Lower level of
main lobe

그림 3.
Fig. 3. Phase results of elements using proposed algorithm.

Goal
specification

−0.31 dBc −1.43 dBc
−9.14 dBc −9.8 dBc
120 min

32 min

리즘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는 그림 5로 부엽레벨은 더 내
려 가지만 그림 2보다 주엽레벨에서 더 큰 리플을 가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위상조정 convex 최적화 방법을 이
용하면, 주엽레벨의 상하한 크기 및 부엽레벨을 만족하는
최적해가 존재하지 않아, 원하는 광역빔을 만들 수 없다.
즉, 위상조정 convex 최적화 방법의 단점은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최적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해를 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위상조정 convex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광역빔 최적화를 수행할 때, 주엽의 빔폭, 부엽
레벨의 크기를 적절히 trade off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안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

그림 4.
Fig. 4. Optimization result using proposed algorithm.

며, 또한 알고리즘 별 수행 시간을 비교해 볼 때에도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그리고 유전알고리즘의 빔형태는
3 dB 빔폭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빔폭이 좁아지는
경향을 가지지만, 제안 알고리즘의 빔폭은 거의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비교 분석을 위해 부엽레벨의 상한 크기를
−13 dBc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수행해보았다. 유전알고
484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부엽 레벨
−13 dB 이하)
Fig. 5. Optimization result using genetic algorithm(sidelobe
level: under −13 dB).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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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완전 디지털 능동배열레이다의 광역빔
설계에 적용가능한 위상조정 convex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유전알고리즘과는 달리, 광역빔 설계
문제를 수식화하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최적화가 가능
하다. SDR(semidefinite relaxation) 개념을 적용하여 convex
집합으로 전환하고, 배열소자의 위상만을 조정하도록 제
한조건을 적용하여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제안 알고
리즘은 완전디지털 능동배열레이다를 적용하는 차기 호
위함이나 구축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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