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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반도 지역에 개인 휴대 단말을 사용한 보편적 통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대역 위성

탑재용 다중 빔 대형 안테나의 전기적 설계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배열 소자로 급전되는 반사판 형태인

하이브리드 안테나로 다중 빔을 구현하고, 각 빔은 급전 배열의 일부를 사용하여 형성된다. 원하는 빔을 얻기

위해서는 각 배열 소자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최적화해야 하고, 이는 GO(Geometrical Optics) 및 PO(Physical Op-
tics) 해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EIRP(Effective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배열

소자의 개수를 최적하였다. 위성에 탑재 가능하도록 제한된 크기의 반사판을 사용하고, 배열 소자의 개수를 최

소화하면서도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 방법과 그 성능 결과를 본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study on the electrical design of a multi-beam large antenna for a satellite payload. This 
satellite antenna provides the universal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rvices to personal portable terminals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structure of the hybrid antenna fed by a feed array is proper to provide multi-beams. The 
amplitude and phase of each feed element should be optimized for a required beam and they can be obtained by GO 
(Geometrical Optics) and PO(Physical Optics) method. The number of feed elements are also optimized to meet the 
specification of EIRP(Effective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The optimally designed antenna with the limited reflector 
size and minimum number of feed elements is shown in this paper.

Key words : Array-Fed, Cluster, Hybrid Antenna, Large Antenna, Multi-Beam 

Ⅰ. 서  론       

최근, 개인 휴대 단말을 통한 보편적 통신 방송

서비스와 고속의 데이터 처리 속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이득의 대형 위성 탑재용 안테나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형 안테나

에 다중 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안테나의 이득을

높일 뿐 아니라, 주파수 재사용 인자를 극적으로 향

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

시키려면 20 m 이상급 반사판과 다수 개의 급전 소

자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안테나가 적절하다. 고이득

을 갖는 대형 반사판과 상대적으로 작은 급전부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안테나는 다중 빔이나 빔 조향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성 탑재용 안테나로 주로

사용된다. 실제 S-대역 안테나로, 2006년 일본에서는

13 m급 안테나를 탑재한 ETS-Ⅷ을 발사하였고, 2008
년 미국에서는 12 m급 안테나를 탑재한 ICO-G1을
발사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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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위성 탑재용 다중 빔 대형 안테나에 대한 연

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1]～[3]. 

하이브리드 안테나는 단일 급전 반사판과 같이

반사판을 최대한 사용하거나, 배열 급전의 소자들을

여기시켜 반사면의 일부분만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일 급전 반사판은 빔 폭의 10배 이상 되는 광범위 영

역 빔 조향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적절한 크기

와 위상을 가진 급전 소자군(cluster)을 여기시키는

방법은 고이득 빔을 광범위하게 조향할 수 있다
[4]. 

반사판 구조는 급전으로부터의 전파 방해를 없애기

위해 옵셋 구조가 적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 빔 구현을 위해 배열 소자로 급전되는 단일 옵

셋 반사판의 구조를 설계하고, 전기적 해석을 통해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다중 빔 안테나 설계 

2-1 다중 빔 하이브리드 안테나 구조 설계

하이브리드 안테나를 설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안테나 크기가 한 파장 이상이면

ray-path 또는 GO(Geometrical Optics) 방법이 유용하

다
[5]. Ray-path 분석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제약 사항

과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안테나가 수신

모드에 있을 때, ray군이 포물면 축 방향과 평행하게

입사되면 ray군은 반사판을 거쳐 초점에 모일 것이

다. 그런데 만약 ray군이 포물면 축에 대해 임의의

각도를 가지고 입사되면 ray군은 초점에서 벗어난

지역에 그림 1과 같이 형성된다
[6]. 그림 1에서 영역

2에 있는 교차 영역(crossover)의 필드는 각각의 각도

를 가지고 진행하는 ray들에 의해 간섭 특성을 갖는

다. 이 영역은 caustic 면과 반사판 모서리에서 오는

2개의 ray에 의해 정해진다. 빔 편향각이 커지면 교

차 영역이 커져야 하고, 교차 영역은 초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혼과 같이 위상 중심을 갖는 단일 급

전은 ray가 한 점(초점)으로 집중되었을 때 즉, 편향

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ray 형상을 얻을 수 있다. 
단일 급전 ray의 대부분을 교차 영역으로 강제로 집

중시키면 편향된 패턴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편

향각이 빔 폭의 2～3배 이상이면 개구면에서의 위상

오차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득과 부엽파 특성에 심각

θ

그림 1. 포물면 축과 임의의 각도(θ)로 입사

Fig. 1. Rays with deflection angle(θ).

 
한 영향을 준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급전 소자의

위상 중심을 한 점이 아닌, 확장 분포된 평면으로 취

하면 된다. 확장 분포된 급전은 위상 배열 형태로 구

현할 수 있고, 배열의 개구면에서 준-연속 필드 분포

를 얻을 수 있다. GO 법칙에 따라, 편항된 각 빔에

해당되는 필드의 크기와 위상 분포를 계산할 수 있

다
[7]. 교차 영역에서의 필드 분포는 요동하는 크기

함수와 급격히 변화는 위상 함수를 갖는다. 편향각

이 커질수록 여기 영역은 위상 배열 개구면을 따라

이동하고 크기가 증가한다. 이와 같이 GO 방법을 통

해, 반사판의 최적 구조(직경, 초점 거리, 옵셋 길이)
와 배열 소자의 최적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배열 소

자 위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선택된다. 1) 각 빔은

최대 지향성을 가져야 하고, 2) 각 빔은 최적의 배열

소자 개수를 사용해서 형성되어야 하고, 3) 하나의

소자에 필요한 전력이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4) 각 빔에 필요한 배열 소자의 개수를 동일하게 구

성하여, 빔 형성부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빔의 인

접성 때문에 인접한 급전 소자군의 패턴은 서로 교

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의 배열 소자는 이웃

한 2～3개의 빔을 동시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

정 소자의 방사 전력은 급격히 증가될 수도 있다. 

2-2 다중 빔 안테나 급전 소자군의 형상 설계 

위성에 탑재하기 위해 반사판의 크기는 제한되기

때문에 반사판의 경사진 단면의 크기를 30 m로 하

는 옵셋 포물면 반사판을 설계 조건으로 한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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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옵셋 반사판 구조 설계 파라미터

Fig. 2. Design parameters of a offset parabolic reflec-
tor.

 

브리드 반사판의 구조는 그림 2와 같고, 각 파라미

터는 1) 초점과 개구면 크기 비(F/D), 2) 반사판 초점

과 급전 소자군의 상대적인 위치(R), 3) 초점 축에 대

한 배열 소자의 경사각도(θf), 4) 서비스 영역 중심

의 좌표계, 5) 안테나의 개구면 필드 분포에 의해 결

정된다. 최종 설계 조정 단계에서 안테나가 요구 사

항을 만족하는지 판별하고 필요에 따라 주변 급전

소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
[8].  

하이브리드 안테나를 위한 급전 배열은 적절한

신호 크기와 위상 분포를 가져야 한다. 배열 소자는

물리적으로 이산적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되

는 필드는 이산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배열 소자의

간격이 좁을수록 이산 오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각

급전 소자군에 필요한 부품이 차지하는 물리적인 공

간 때문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배열 소자의 간격은

0.5～0.7λ 이상이 되도록 선택한다. 또한, 반사판

전체에 효율적으로 필드를 여기시키기 위해 배열 소

자의 빔 패턴은 충분히 넓게 설계해야 한다. 즉, 반
사판의 edge taper가 1.5～2 dB 수준이 바람직할 것이

다[9]. 배열 소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다른 중요 파라

미터는 EIRP(Effective Isotropically Radiated Power)와
소자의 한계 전력이다. 배열의 크기가 작아지면 개

별 소자에 필요한 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EIRP는
배열의 최소 크기를 결정한다. 고품질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테나에 필요한 성능 요구

사항인 EIRP는 68.5 dBW 이상이 되도록 한다. 또한, 
현재 기술로 구현 가능한 S-대역 위성 탑재용 SSPA 
(Solid State Power Amplifier)를 이용하기 위해 각 소

자의 최대 방사 전력은 35 W 미만이 되도록 한다. 

그림 3. 빔 커버리지 요구 사항

Fig. 3. Requirement of beam coverage.

 
서비스 커버리지 요구 사항은 그림 3과 같이 19개의

다중 빔으로 구성하고, 이때 정지 궤도 위성은 128 
°E에 위치시킨다.  

필드 해석과 빔 구현을 위한 급전 소자군의 형성

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GO 방
법을 사용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PO(Physical Opti-
cs) 기법을 사용한다. 첫 단계인 GO 기법을 사용하

여 ray-path 필드에 따라 배열 소자의 크기와 위치를

정의할 수 있다. GO-ray가 반사판에 부딪히면 반사

법칙에 의해 ray-path 필드는 배열 개구면의 특정 지

역과 교차하게 된다. 하지만, 배열 급전은 ray-path 
필드의 교차 영역 내에 어디든지 위치할 수 있기 때

문에 급전 배열의 위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배
열 평면에서 교차되는 ray 영역에 있는 급전 소자군

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평면에 위치한 점들은

급전 소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초점으로부터

배열 급전 사이 거리가 축 방향(Z-axis)으로 0.7 m인

경우와 0.3 m인 경우를 비교하였다. (+) 편향 각도가

커지면 급전 소자군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평 방향

으로 넓어지고, (—) 편향 각도가 커지면 급전 소자

군은 위로 올라가면서 수직 방향으로 길어진다. 예
를 들어 El=—0.6°이고 R=0.7 m인 경우, ray는 21개
급전 소자에 관여되고 인접 소자까지 포함한다면 43
개 소자가 필요하다. 급전 소자군이 작을수록 하나

의 소자에 필요한 파워는 커져야 하지만, 중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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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ay군에 의한 급전 소자 위치

Fig. 4. GO-bundles on array plane according to array 
location. 

 

그림 5. 설계된 안테나의 Ray군 (a) 편향각에 따른 GO 
해석 결과, (b) 4번 빔 해석 결과(점선-GO 결
과, 직선-필드 분포), (c) 16번 빔 해석 결과

(점선-GO 결과, 직선-필드 분포)  
Fig. 5. GO-bundles of designed antenna. 

 
은 작아지게 되어 각 소자가 관여해야 하는 빔의 수

를 줄일 수 있다. 배열의 위치와 기울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최적의 급전 소자군 형상을 찾는다. 다양한

해석을 통해 얻은 최적의 안테나 구조 파라미터는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D=28.5 m, F=25 m, X0= 
2.2 m, R=25 cm이고, 설계된 안테나 구조의 편향각

도에 따른 GO 해석 결과는 그림 5(a)에 나타내었다. 
이 때 설계 주파수는 2 GHz이다. 그림 3에서 볼 때, 
가장 큰 편향각을 갖는 빔은 4번과 16번이기 때문에

그림 5(a)에서 두 빔에 해당되는 결과를 그림 5(b)와
그림 5(c)에 좀 더 자세히 나타내었다. 이러한 GO 해
석을 통해 각 빔에 필요한 소자를 선택하고, 배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2-3 급전 소자군의 여기계수 설계  

두 번째 PO 단계에서는, 해당 교차 지역에 있는

배열 소자의 신호를 적절한 크기와 위상으로 합성하

여 안테나가 요구하는 빔을 생성한다. 수신 모드 GO 
해석을 통해 배열 평면 내의 필드 크기(bk) 및 위상

분포(ψk)를 안다면, 배열 내에 있는 각 소자에 적절

한 크기(bk)와 위상(—ψk)을 여기시킬 수 있다. 요구

빔은 각 급전 소자군에 의한 안테나 패턴을 송신 모

드에서 해석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다. 급전 소자군

내 k-번째 소자에 의해 여기되는 안테나의 개별 패

턴을  라 할 때, 급전 소자군에 의한 안테나

패턴  의 크기는 개별 패턴의 합으로 구해진

다. 이때, α는 고각, β는 앙각 방향을 나타낸다. 안
테나 패턴의 크기 레벨은 급전 소자군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한계 수준

(boundary level)이라 부를 것이다. 한계 수준이 낮을

수록 안테나의 개구 효율은 좋아지나, 급전 소자군

을 구성하는 소자의 개수는 증가하게 된다. 한계 수

준이 —15 dB 이하라면 빔 편향 각도에 따른 안테나

개구 효율은 약 70 % 수준으로 일정해진다. 만약 빔

의 최대 편향 각도가 1.8°이고 한계 수준이 —25 dB 
이면, 급전 소자는 총 80개가 필요하게 된다.     

급전 소자 개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또 다른 기준

이 되는 것은 급자 소자군에 필요한 소자 개수를 동

일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GO 해석에 의해 얻

어진 급전 소자군 중에서 최대 크기를 갖는 16개의

소자를 선택하고, 각 소자에 적절한 크기와 위상을

여기시켜 PO 해석을 통해 패턴을 계산한다. 결과 패

턴의 부엽파 특성에 따라, 16개 소자 중 몇 개를 제

거하거나, 낮은 신호 크기를 갖는 주변의 다른 소자

들로 대치 또는 추가하여 성능이 향상되는지 분석해

야 한다. 그림 6은 16개 소자를 사용하여 급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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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된 급전 소자    (b) 안테나 성능 패턴

(a) 16 elements for beam#7 (b) Antenna radiation pattern for  
                           beam#7 with 16 elements

그림 6. 16개 소자 갖는 7번 빔 패턴

Fig. 6. Pattern of beam#7 with 16 elements.

   

(a) 사용된 급전 소자     (b) 안테나 성능 패턴

(a) 8 elements for beam#7 (b) Antenna radiation pattern for  
                           beam#7 with 8 elements

그림 7. 8개 소자 갖는 7번 빔 패턴

Fig. 7. Pattern of beam#7 with 8 elements.

 
자군을 구성한 것이다. 급전 배열의 개구면을 2차
평면(X-Y)으로 나타내면 그림 6(a)에서와 같이 배열

평면에 위치한 소자들을 나타낼 수 있고, 전체 소자

들 중 선택된 16개는 붉은색(x)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배열 평면의 단위는 mm이고, 배열 소자 간 간격

은 약 100 mm이다. 선택된 16개의 급전 소자에 의해

여기된 안테나의 방사 패턴은 그림 6(b)에 나타내었

다. 그림 7은 8개 소자를 사용하여 급전 소자군을 구

성한 것이다. 그림 6과 그림 7의 패턴은 7번 빔에 대

한 결과로, 급전 소자 개수를 줄여 부엽파 특성을 향

상시켰다. 이때, 소자 개수를 감소시키면 효율이 감

소하여 이득이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림 6은
52.5 dB 이득을 갖는 반면, 그림 7은 52.5 dB를 갖는

다. 각 빔은 서로 다른 편향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빔마다 개구 효율과 이득도 상이하다. 적절한 급전

그림 8. 32개 소자를 갖는 4번 빔 패턴

Fig. 8. Beam#4 pattern with 32 elements.
 

그림 9. 16개 소자를 갖는 4번 빔 패턴

Fig. 9. Beam#4 pattern with 16 elements.
 

그림 10. 8개 소자를 갖는 4번 빔 패턴

Fig. 10. Beam#4 pattern with 8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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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큰 편향각을 갖

는 4번 빔에 대한 패턴 해석을 수행하였다. 급전 소

자의 개수가 32개, 16개, 8개일 때, 4번 빔의 패턴을

방위각(Az)과 앙각(El) 좌표축에 대해 그림 8～10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개 소

자를 사용한 경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8개
소자를 사용한 경우는 빔이 변형되어 성능 열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자 개수를 최소화하면

서도 성능 열화를 줄일 수 있도록 소자 개수를 16개
로 선택한다.

요구 사항에 제시된 19개의 빔을 형성하기 위해

80개의 급전 소자를 사용하고, 각 급전 소자군은 16
개 소자로 구성되는 하이브리드 안테나를 설계하였

다. 설계된 급전 소자의 형상을 그림 11에 나타내었

다. 각 급전 소자군을 위해 선택된 소자의 위치를 확

인할 수 있다. 배열 평면의 중앙에 위치한 소자들은

최대 8개 소자군에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력은

그림 12와 같이 중앙에 집중된다. 배열의 중심 부근

에 위치한 소자의 최대 전력은 33.6 W로 요구 사항

을 만족한다. 최대 전력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

해서는 소자의 개수를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급전 소자의 개수는 추후, 안테나 시스템 차원에서

전기적 성능과 기계적 성능의 적절한 trade-off를 통

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80개 소자로 구성된 하이

브리드 안테나 빔 위치에 따라 53.9～54.1 dB의 최대

이득을 가진다. 최대 이득에 비해 2.8 dB taper를 갖

는 빔 형상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이는 안테나의

전기적 요구 성능인 그림 3을 만족한다.  
 

그림 11. 19개 빔 형성을 위한 80개 급전 소자 구성

Fig. 11. 80 feed elements to form 19 beams.

그림 12. 배열 급전 소자의 전력 분포

Fig. 12. Power distribution over feed array.
 

그림 13. 다중 빔 안테나 빔 contour  
Fig. 13.　2.8 dB multi-beam contour.

Ⅲ. 결  론 

개인 휴대 단말 통신을 위해 위성 탑재용 안테나

를 대형화하고 다중 빔 구현을 통해 주파수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
를 위해 30 m급 반사판과 급전 배열 소자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반사판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각 빔은

위치에 따라 상이한 편향각을 가지며, 이는 각 빔에

필요한 급전 소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GO 및
PO 해석을 통해 반사판 구조와 급전 배열 개수 및

크기를 최적화하고, 각 급전 소자의 신호 크기와 위

상도 최적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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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안테나 설계 방법은 다중 빔 구현 방법 및 성능

결과를 제시해 준다. 향후, 이를 토대로 시스템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전기적 성능뿐 아니라 기계적 성

능을 모두 만족하는 위성에 탑재 가능한 다중 빔 대

형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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