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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 펄스 레이더 센서용 직렬 급전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배열 안테나 설계

Design of Series-Fed Microstrip Patch Array Anten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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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직사각형 마이크로스트립 패치들로 구성된 테이퍼형 단일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여, 모노 펄스

레이더 센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합 및 차 패턴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부엽 레벨

(SLL) 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모노 펄스 동작에 적용되는 기본 배열 계수 패턴과 해당 전압 가중치들을 합성하

고, 이 가중치들로부터 패치들의 폭들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양 방향 직렬 급전 방식을 적용하고, 패치들 간의

연결선 길이들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이 단일 배열 안테나는 위상 변위된 두 개의 빔을 형성하며, 이들은 180° 
하이브리드 결합기의 역상 및 동위상 포트에서 각각 합 및 차 패턴을 합성시킨다. 9.5 GHz에서 설계한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method for simultaneously realizing the sum and difference patterns which are required in the mono-
pulse radar sensor systems, is presented by using single taper array antenna with rectangular microstrip patches. The 
widths of patches are first determined by the voltage weights which are synthesized for the fundamental array factor 
patterns to be applied to the monopulse operation by using the sidelobe levels(SLLs) control technique. As the bi-direc-
tionally series-fed technique is applied and the lengths of connecting lines between patches are appropriately adjusted, 
the single array generates two phase-shifted beams which activates out-of-phase and in-phase ports of a 180° hybrid 
coupler to synthesize the sum and difference patterns. The simulated results on the configuration designed at 9.5 GHz 
are compared with measured results showing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Key words : Monopulse Radar, Microstrip Array Antenna, Antenna Pattern 

Ⅰ. 서  론       

모노 펄스 방식은 합 및 차 채널로 동시에 수신된

신호 패턴을 비교하여, 목표물 방향과 boresight 방향

이 이루는 각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목표

물을 추적하는 방식으로서, 추적용 레이더 시스템에

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최근에는 이동 물체의 속

도 감지용 도플러 센서, RFID interrogation 시스템 및

차량 운행시 충돌 감시용 레이더 센서
[2]～[4] 등에 이

방식이 응용되고 있다. 이들 방위각 센서들은 기본

적으로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고, 각 안테나로부

터 수신된 두 개의 동일 신호가 180° 방향성 결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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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하 구조

(a) Geometry

(b) 급전 전류 가중치

(b) Weights of feeding currents

(c) 합 및 차 패턴

(c) Sum and difference patterns

그림 1. 선형 배열 안테나의 패턴 생성을 위한 기존

의 방법 예

Fig. 1. Example of conventional method for generation 
of linear array antenna patterns.

 

에 각각 입력되면, 합 및 차 포트에서 간단히 합 패

턴과 차 패턴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 구조는 빔 폭이

매우 넓으며, boresight 방향에서 예리한 경사각을 갖

는 차 패턴을 구현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열 안테나가 주로 사용된다. 그림 1(a)와 같

이 (=2M+1)개의 안테나 소자가 선형으로 배열될

경우, 소자간 간격 를 반파장으로 두고,  15일
때의 —15 dB Taylor 합 패턴과 Bayliss 차 패턴

[5]
을

예로 들면, 각 소자에 부여되는 정규화된 전류 가중

치는 그림 1(b)와 같다. 그 결과 패턴은 그림 1(c)에
보였다. 따라서 소자 중심( 8)으로부터 좌우 배

열된 소자들의 가중치들의 위상을 동상으로 두면 합

패턴을, 역상으로 두면 boresight에서 null점을 가지

는 차 패턴이 형성된다. 만약 각 소자의 가중치 크기

를 모두 동일하게 두면, 위에서 예로 든 두 개의 단

일 소자에 의한 패턴 특성을 가질 수 있다
[2]. 따라서

배열 안테나의 경우, 합 패턴용 및 차 패턴용 배열

안테나가 각각 필요하며
[6],[7], 이는 서로 다른 가중치

분포에 기인한다. 이 때 각 배열 안테나의 가중치들

은 직렬 급전 방식 혹은 전력 분배기를 사용한 병렬

급전 방식에 의해 부여된다. 최근에 배열 개수가 매

우 클 경우 최적 interleaving 방식을 통한 가중치 분

배법을 사용하여 단일 배열 안테나를 사용한 합 및

차 패턴을 동시 구현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병렬

급전 방식을 채택되어야 하므로 다수의 전력 분배기

가 필요하고, 합 및 차 패턴을 선택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스위치가 필요하다
[8].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예로 든 기존의 방식 대신, 
직사각형 마이크로스트립 패치들로 구성된 테이퍼

형 단일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여, 좁은 빔 폭을 갖는

합 패턴과 boresight 방향으로 예리한 경사각을 가지

는 차 패턴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즉, 양 방향에서 직렬 급전시키도록 하고, 각
패치들 사이의 연결선들의 길이를 적절히 함으로써, 
양 방향에서 급전된 신호들이 연결선들을 거치면서

각각 점진적인(progressive) 위상차가 유발되고, 그
결과 boresight 방향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대칭적

으로 위상 변위된 두 개의 빔 패턴이 형성된다. 그리

고 하이브리드 링 결합기를 거쳐 이 두 빔 패턴들의

합 및 차 패턴이 생성된다. 따라서 하나의 가중치 분

포를 가지는 패치 배열을 통해 합 및 차 패턴이 동시

에 생성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설계 과정을 요약

하면, SLL 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위상 변위될 기본

배열 계수 패턴과 해당 전압 가중치들을 합성하고, 
이들 가중치들을 만족시키는 각 패치의 폭들을 최적

산출하였다. 그리고 배열 안테나의 등가 전송 선로

모델로부터 동일한 좌우 양 급전부 부하 임피던스와

연결선들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정합 특성을 분석하

고, 이 분석 결과들을 사용하여 합당한 합 및 차 패

턴을 구현할 수 있는 부하 임피던스 및 연결선 길이

를 산정하였다. 안테나의 전자기적 특성 시뮬레이션

을 위해 CST사의 상용 소프트웨어인 MWS(Micro-
wave Studio)를 사용하였다. 제작을 위해 RT/Duriod 
5880 기판을 사용하였으며, 배열 개수가  9인 경

우, 9.5 GHz에서 설계, 제작 및 실험함으로써 설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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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보였다.

Ⅱ. 배열 안테나 구조와 전송 선로 모델

단일 배열 안테나로부터 합 및 차 패턴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

리, 그림 1(c)의 합 패턴을 기본 패턴으로 삼아, 그림

2(a)와 같이 변위각 ±로 위상 변위시키고, 변위된

두 패턴을 더하고, 빼면 그림 2(b)와 같이 합 및 차

패턴이 생성될 수 있다. 이 예는  3°일 경우이며, 
그림 1(c)의 패턴들과 비교하면 합 패턴의 경우, 이
득이 다소 증가하면서 SLL이 낮아지며, 차 패턴의

경우, 이득이 다소 증가하면서 boresight에서의 경사

각은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빔 폭, SLL 및 경

사각 등은 위상 변위되는 기본 패턴의 형태와 변위각

(a) 위상 변위된 두 개의 패턴

(a) Phase-shifted two patterns

(b) 위상 변위된 두 패턴의 합 및 차 패턴

(b) Sum and difference patterns of phase-shifted two patterns

그림 2. 위상 변위를 이용한 합 및 차 패턴 생성 방

법 예

Fig. 2. Examples of method for generation of sum and 
difference patterns using phase-shifted two patt-
erns.

에 의해 결정된다(그림 7 참조). 이와 같이 기본

패턴을 대칭적으로 좌, 우로 위상 변위시키고, 이 변

위된 두 패턴의 합 및 차 패턴 구현을 위해 다음의

양 방향 직렬 급전 마이크로스트립 배열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양 방향으로 직렬 급전된 개의 마이크로스트립

(유전체 높이: , 비유전율:  ) 패치들이 방향으로

배열된 임의 기하 구조를 그림 3(a)에 보였다. 는

boresight 방향(방향)으로부터 배열면으로 향하는

각을 의미한다. 합 및 차 패턴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

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좌측에서

급전시킬 경우, 적절한 길이의 연결선들을 거치면서

점진적인 위상차가 유발되고, 방사 주 빔 방향이

boresight 방향으로부터  만큼 변위하며, 우측

에서 급전시키면 대칭성에 의해 만큼 변위하게

된다. 그리고 번째 패치의 관내 파장을 
 라 할

때, 개별 패치 안테나의 길이를 
 2로 두면 개별

패치 양 모서리부에 여기되는 신호들의 위상은 서로

역상이 된다. 따라서 배열 안테나 좌, 우에서 동위상

으로 동시에 급전시킬 경우  및 로 위상 변위

된 두 신호는 역상으로 방사되므로 차 패턴을 형성

(a) 기하 구조

(a) Geometry

(b) 배열 안테나의 등가 전송 선로 모델

(b) Equivalent transmission line model of array antenna

그림 3. 양 방향으로 직렬 급전된 마이크로스트립 모

노 펄스 배열 안테나

Fig. 3. Bi-directionally series-fed monopulse microstrip 
array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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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좌, 우에서 역상으로 급전시키면 동상으

로 방사되어 합 패턴을 형성시킨다. 그러므로 가역

성에 의해, 좌측과 우측 급전부로 수신되는 신호는

boresight 방향으로부터 각각 와 만큼 변위되

어 수신됨과 동시에 좌, 우 급전부에서 서로 역상으

로 수신된다. 이 두 신호를 180° 방향성 결합기를 사

용하여 합하면 차 패턴을, 빼면 합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
개의 패치 중 번째 패치의 폭과 길이는 각각


과 

이며, 1개의 연결선 중 
와 

는

각각 번째 연결선의 폭과 길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양 급전부 임피던스는 대칭성을 고려하여 (=1
로 같이 두었다. 또한, 번째 패치 및 연결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각각 
 (=1

와 
 (=1

로

둔다. 를 자유 공간에서의 파장이라 할 때, 패치의

슬롯 모델로부터, 패치의 양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방사 컨덕턴스 은 다음과 같이 근사화된 결과로

표현될 수 있다[9].
 

  

 

 


  ≪  (1)
 
그림 3(b)는 배열 안테나의 좌측에서 급전시 등가

전송 선로 모델을 보인 그림으로서, 해석의 편이를

위해 첨자  대신  1, 2, …, 2N—1을 사용하고, 
번째 단자에서의 전압과 전류를 각각  , 로
두면,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된 무손실 전

송 선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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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  로 두었고,  은

전기적 길이를 의미한다. , , 은 각각 번

째 선로의 위상 정수, 길이, 특성 어드미턴스를 의미

한다. 이들 세 변수들에서 이 홀수이면 패치에, 짝
수이면 연결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며, 이는 에 해당한다. 각 패치의 양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기생 서셉턴스 성분들은 설계시 각 패치의

길이 
의 미세 조정에 의해 보상되므로 포함시키

지 않았다. 

한편, 번째 패치에 여기되는 소스 가중치를  

exp로 두면, 번째 패치로부터 방사되는

전력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번째 패치의 공진 길이를 
 2로 두면, 

번째 패치에서  를 만족하게 되며, 이
전압의 크기는 에 해당한다. 식 (3)으로부터 번

째 패치의 방사 컨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만약 패치와 연결선들의 전기적 길이를 모두 180°

로 두면 1이 되므로, 원하는 패턴을 위한 가중

치 진폭 이 결정되면, 식 (1)과 식 (4)를 동시에 만

족시키는 
이 결정될 수 있으며, 계산 예는 Ⅳ절

에 보였다.

Ⅲ. 테이퍼형 배열 안테나의 배열 계수

그림 3(a)의 배열 계수(array factor)는 가중치 으

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psin (5)
 

여기서  2는 신호의 파수이고,  
 2


이며, 번째 연결 선로 길이 

에 의해 가중

치 위상 이 결정된다. 그리고 과 간의 관계

는 다음과 같다.
 

     ⋯  (6)
  
  (7)
 
그림 3(a)에서 좌, 우 급전에 의해 변위될 주 빔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다. 즉,  로

두고, 식 (5)의 지수항을 이라 두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in (8)
  
 sin (9)
 
 에서 식 (8)과 식 (9)는 서로 같으므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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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표현된다.
 
  sin              

   ⋯   (10)
 

은 등가 전송 선로 모델에서 의 위상에 대응

되고, 패치들의 길이와 폭이 정해지면 의 위상은

연결선 길이 
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하는 는


를 적절히 산정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패치 폭 합성

패치 폭들의 합성을 위해 우선 개의 안테나 소

자간 간격을 등간격 로 두고, =0로 두면 식 (5)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p sin
(11)

 
식 (11)로부터 ′ sin와   exp′ 로

두면, 식 (11)의 크기는 다음 식의 크기에 대응될 수

있다
[10].

 

  
 




 

 



 (12)
 
여기서 은 가중치 진폭 에 대응되며, 은 영

역에서 단위원 상의 복소근을 의미한다. 이를 선전

원에 의한 Taylor 패턴
[11]

이 갖는 null점과 대응시

키기 위해  sin로 두면   exp2
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은 선전원의

영역에서의 null점에 대응된다. 원하는 SLL을 갖는

패턴을 합성하기 위해 식 (12)의 크기를 로 두

고,  를 차 SLL 피크값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차 SLL 목표 피크값을  로 두고, 다음과 같이

대수적 차를 오차 함수로 정의한다.
 

 


 ln  
(13)

 
여기서  ⋯ 는 update될 변수들을 나

타낸다. 식 (13)의 최소화(본 연구에서는 ≤10—6)
를 위해 conjugated gradient 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의 초기값은 
 [1, 2, …, N—1]로 두었다. 

그림 4. 임의 SLL들을 갖는 패턴 합성 예

Fig. 4. Examples of synthesized patterns with arbitrary 
SLLs.

 
예로서  9와 안테나 소자간 간격 0.65 로

두고, 차 SLL 목표 피크값  이 모두 —15 dB
인 경우 및 —25 dB인 경우에 대해 식 (13)을 사용하

여 최적화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으로부터 을

산출하고, 식 (12)의 두 번째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Taylor 패턴을 그림 4에 보였다. 그리고 식 (12)로부

터 계수 비교를 통해 을 계산하였고, 이는 가중치

들의 상대적인 값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패치 폭

산정을 위해서는 이 가중치들 중 하나의 절대 기준

이 필요하므로, 우선 계산의 편이를 위해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 폭 결정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음의 식 (9)를 기준으로 하여, —15 dB인 경우 및

—25 dB인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14)
 

즉, 식 (14)로부터 계산된 패치 폭을 가중치가 제

일 큰 패치에 적용하고, 나머지 패치 폭들은 위에서

도출한 가중치의 상대적 비를 고려하여 구하였다. 
신호의 주파수가  9.5 GHz이며, 비유전율이  

2.2, 높이가  1.575 mm인 마이크로스트립 기판을

사용할 경우, 
12.48 mm이며, 이는 

27.77 

Ω에 해당하고, 식 (1)과 식 (4)로부터  0.220가
된다. 나머지 가중치들은 위에서 계산한 가중치 진

폭들의 상대적 비로 표현되며, 그 결과를 표 1에 보

였다. 여기서   를 제외한 나머지 패치 폭들은

다음 식과 같은 오차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번째

패치 폭 
을 도출함으로써, 식 (1)과 식 (4)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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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LL에 따른 가중치들

Table 1. Weights according to SLLs.

        

SLL(—15 dB) 0.228 0.156 0.190 0.212 0.220
SLL(—25 dB) 0.083 0.117 0.168 0.206 0.220
SLL(syn.) 0.136 0.165 0.193 0.206 0.212

에 만족시키는 
과 이 결정될 수 있다.

 


   



 (15)

 
여기서 패치 임피던스는 


와 같

이 주파수  , 주파수 의존성 실효 비유전율   
및 패치 폭과 관계되므로, 이들 관계를 나타내는 분

산 특성을 고려한 Kirshning의 근사식[12]들을 활용하

였으며, 식 (15)의 최소화( ≤10—6)를 위해 conjuga-
ted gradient 법을 사용하였다. SLL(—15 dB) 패턴인 경

우, 뒤에서 설명될 합 및 차 패턴의 SLL들이 매우 커

질 수 있으며, 과 가 보다 크므로, 양 가장자

리 패치 폭이 중간 패치보다 커짐으로써 동일한 연

결선들의 길이를 적용할 경우 기본 패턴의 왜곡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SLL(—25 dB)인 경우 0.083

이며, 이는 
2.951 mm, 

71.55 Ω으로서, 폭이 

좁아지면 연결되는 급전선 폭에 필적하게 되어 방사

효율이 낮아지고 급전부에서의 불요 방사에 의해

SLL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SLL들을 가지

면서 완만한 가중치들의 변화를 만족시키는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 식 (13)에서  —16.5 dB,  —20.5 
dB,  —22.0 dB를 목표값으로 두고 최적화시

켰다. 그 결과, 패턴인 SLL(syn.)를 그림 2에 동시에

보였으며, 식 (12)로부터 도출된 가중치들의 상대적

비는 위에서 언급한 급전선 폭과 식 (14)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즉, 임의로 


6 mm로 고정시

켰으며, 이는 식 (1)과 (4)로부터   0.136에
해당한다. 이 가중치를 기준으로, 도출된 가중치들

의 상대적 비를 사용하여 나머지 가중치들을 정하였

다. 이 때 해당 가중치들의 상대적인 값과 식 (15)의
최소화를 통해 계산한 해당 폭 및 특성 임피던스를

표 1과 표 2에 각각 보였다.
한편, 각 패치의 가장자리부가 갖는 등가 서셉턴

표 2. 설계된 패치들의 제원

Table 2. Geometries of designed patches.

1, 9  2, 8 3, 7  4, 6  5


 (mm) 6.00 7.98 10.20 11.32 11.78


 () 46.85 38.60 32.35 29.92 29.03

(×10—4)(S) 4.01 7.10 11.59 14.27 15.46


 (mm) 9.675 9.533 9.425 9.383 9.367

스를 보상하기 위해 실제 패치들의 길이는 
 


 2)—2∆이며, 여기서 관내 파장 및 보상

길이 ∆은 패치 폭, 기판 높이 및 실효유전율에 의

해 계산되는, 분산효과가 고려된 근사식
[12]
들을 사용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동시에 보였다. 

Ⅴ. 연결선 길이 결정과 시뮬레이션

동일한 양 급전부 임피던스인 의 값에 따라 정

합 특성이 달라지므로, Ⅲ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하는  및 우수한 정합 특성을 갖도록 하는 


의 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결선들에 의해 점

진적인 위상차가 유발됨을 고려하여 모든 연결선들

의 전기적 길이를 로 동일하게 두고, 특성 임피던

스는 110 Ω(
 1.2 mm, 2=11.78 mm)으로 두

었다. 그리고 등가 전송 선로 모델로부터, 표 2의 설

계 치수와 변수 로 표현된 전체 ABCD 파라미터들

을 구하고, 과 의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의 변화

를 구하였다. 이 때 입력 임피던스 (그림 6(a) 참
조)과 반사 손실은 다음 식들로부터 계산하였다.

 
     (16)

  

  log    (17)
 
여기서 각 패치의 전기적 길이는  180°로 두고

계산하였으며, 몇 가지 예들을 그림 5에 보였다. 이
중  165°인 경우  101.6 Ω에서 —25 dB 이하

의 반사 손실을 가지며,  140°인 경우  93.1 
Ω에서 —35 dB 이하의 우수한 반사 손실을 가진다. 
 180°인 경우는 의 전기적 길이가 모두 360°가
되어  0°가 되지만, ≠180°인 경우는 점진적인

위상차가 유발된다. 연결선 길이에 따른 정확한 위

상 변위값은 각 패치의컨덕턴스, 패치 간의 상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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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결선 길이와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Fig. 5. Return losses according to variations of conn-
ection line length and .

 

(a) 설계된 스트립 도체 패턴

(a) Designed strip conductor pattern

(b) 위상 변위된 패턴들

(b) Phase-shifted patterns 

(c) 계산된 반사 손실

(c) Calculated return loss

그림 6. 설계된 배열 안테나와 그 특성들

Fig. 6. Designed array antenna and its characteristics.

합, 급전부에서의 불요 방사 및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상용 소

프트웨어 툴인 MWS를 사용하였다. 예로  165°
(

 10.798 mm)인 경우에 대한 를 계산하기 위

해, 시스템 임피던스를  50 Ω(폭: 5.40 mm)로 두

고, 설계의 편이를 위해  101.6 Ω 대신  101 
Ω(폭: 1.5 mm)이 되도록, 그림 6(a)의 스트립 도체

패턴과 같이 4 길이의 임피던스 변환기(70.7 Ω)
를 적용하였다. 이 구조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방사

패턴 결과를 그림 6(b)에 보였다. 좌, 우 각각 16.79 
dBi 및 16.75 dBi의 최대 이득을 가지며,  —3.1°
를 보이고 있다. 이 때 음수값은 를 180°보다 작게

둔 결과이며, 이는 배열 안테나 길이를 단축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140°(

 9.162 mm)인 경우  93 Ω

으로 두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스트립 도체 패턴

을 구성한 후 시뮬레이션한 결과  —6.3°가 된다. 
이 경우는 합 패턴의 주 빔이 리플을 가지며, 빔 폭

도 매우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5로부터 반사

손실을 고려한 의 적절한 선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그림 6(b)의 SLL 개수와 빔 폭이 유

사한 그림 2(a)를 예로 들어, 의 변화에 따른 합 및

차 패턴 변화를 그림 7에 보였다. 이 그림으로부터

가 작아질수록 빔 폭은 감소하지만 합 및 차 패턴

의 최대 이득의 차이가 증가하고, 커질수록 합 패턴

의 SLL은 감소하지만 빔 폭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

빔에 리플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예로부터

대략 2.5 ≤ ≤5.0의 범위를 설계 범위로 설정할

수 있으나, 반사 손실, 빔 폭, 합 및 차 패턴 이득의

차이 등에 대한 타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그림 5의 결과와 MWS를 사용한 시뮬레이

션 결과들을 바탕으로, 반사 손실은 —25 dB 이하, 
합 및 차 패턴 주 빔 이득의 차이는 2.5 dB 이하(그
림 10(a) 참조), 그리고 합 패턴 빔 폭은 9° 이하를 만

족시키는  165°( —3.1°,  100 Ω)인 경우

를 채택하여 설계하였다. 즉, 가 165°보다 커지면

반사 손실이 커지면서, 의 감소에 의해 차 패턴

이득이 감소하고, 165°보다 작아지면 반사 손실은 작

아지지만 의 증가에 의해 빔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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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 패턴

(a) Sum pattern

(b) 차 패턴

(b) Difference pattern

그림 7. 위상 변위 각에 따른 합 및 차 패턴 예

Fig. 7. Examples of sum and difference patterns acc-
ording to variations of shifted angles.

 

표 3. 
 10.798 mm와,  —3.1°인 경우의 패치

간 위상차 및 간격

Table 3. Phase differences and spacings between pat-
ches in case that 

 10.798 mm and =
—3.1°.

 1 2, 8  3, 7 4, 6 5
 

(deg.)
—12.616 —12.543 —12.465 —12.446 —12.445

 () 0.648 0.644 0.640 0.639 0.638

 165°인 경우, 과 식 (10)으로부터 계산된

의 값을 표 3에 보였다.  1로 두었으므로

 0°이며, ≠180°인 연결선의 길이에 의해 

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는 식 (4)로부터 가

중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 크기의 변화는 크

지 않지만 그림 6(b)와 같이 기본 패턴과 비교하여

다소의 패턴 왜곡에 기여하며, 기본 패턴에 비해 부

엽 개수가 증가한 것은 급전선 길이(180°) 및 급전부

에서의 방사 영향에 기인한다
[10]. 그리고 —15 dB 이

하의 SLL들을 가지며, 패치들의 소자 계수(element 
factor)에 의해 SLL들이 양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

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사 손실에 대한 주파수 특성

을 그림 6(c)에 보였으며, 설계 주파수에서 정합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Ⅵ. 제작 및 결과 분석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 6(b)의 두 빔을

사용하여 합 및 차 패턴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50 
Ω 하이브리드 링 방향성 결합기를 그림 6(a)의 구조

에 연결하였다. RT/Duroid 5880 기판( 1.575 mm, 
 2.2) 상에 제작한 스트립 도체 패턴 사진을 그림

8에 보였다. 포트 1(∆)을 50 Ω으로 종단시키고, 포
트 2()를 입력 포트로 지정하여 E-평면 합 패턴을

계산하였으며, 이 경우 boresight에서 15.07 dBi의 이

득을 가진다. 그리고 포트 2를 50 Ω으로 종단시키

고, 포트 1를 입력 포트로 지정하여 계산한 차 패턴

의 경우 —7°에서 12.83 dBi, +7°에서 12.90 dBi의 최

대 이득을 가진다. 이들 결과를 최대 이득으로 정규

화시켜 그림 9(a)와 (b)에 각각 실선으로 보였다. 합
패턴인 경우 그 빔 폭은 9°이며, 차 패턴인 경우

boresight에서 —30 dB 이하의 깊은 null 점을 가진다. 
그리고 기판 접지면에 SMA 동축 커넥터를 부착하

고, 그 동축 내부 도체 핀을 방향성 결합기 포트 1 
및 2에 납땜, 연결하였으며, 무반사실에서 2-D 수신

패턴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9(a)와 (b)에 각

각 점선으로 보였다. 측정된 합 패턴의 경우, 11.3°의
빔 폭을 가지며, 이득은 13.8 dB로서, 50 Ω 선로의

길이에 따른 손실의 증가에 기인하여 시뮬레이션 결

과보다 약 1.3 dB 감소하였다. 차 패턴의 경우 bore-
sight에서 —28.6 dB의 null점을 가짐으로써 boresight
에서 예리한 경사각을 가지며 예측된 패턴과 잘 부

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평면 패턴인 그림 9(a)
와 (b)에 후방 lobe까지 포함시켜 그림 10에 다시 보

였다. 약 —10 dB의 SLL들을 가지지만, 보다 낮은

SLL들을 가지는 기본 패턴을 채택한다면 개선을 기

대할 수 있으나, 최적한 기준 패치 폭의 선정이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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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작된 모노 펄스 마이크로스트립 배열 안테

나 사진

Fig. 8. Photograph of constructed monopulse microstrip 
array antenna.

 

(a) 합 패턴

(a) Sum patterns

(b) 차 패턴

(b) Difference patterns

그림 9. E-평면 합 및 차 패턴

Fig. 9. E-plane sum and difference patterns.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c)는 포트 2에
서 측정한 H-평면 패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비교

한 그림으로써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1에 각 포트에서의 반사 손실에 대한 측정값을 보

였으며, 계산 값에 근접한 정합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작된 그림 8의 포트 2에서 신호를 입사시키

면 배열 안테나 좌우 급전부에 서로 역상의 신호가

(a) 시뮬레이션된 E-평면 합 및 차 패턴

(a) Simulated E-plane sum and difference patterns

(b) 측정된 E-평면 합 및 차 패턴

(b) Measured E-plane sum and difference patterns

(c) H-평면 패턴

(c) H-plane pattern

그림 10. 시뮬레이션 및 측정된 수신 방사 패턴들

Fig. 10. Receiving radiation patterns which are simula-
ted and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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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작된 모노 펄스 안테나의 반사 손실

Fig. 11. Return losses of constructed monopulse ante-
nna. 

 
여기되어 합 패턴이 방사되므로, 목표물을 향해 신

호를 송신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8의 구조는 송, 수
신이 가능한 모노 펄스 센서용으로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방향 직렬 급전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배열 안

테나인 경우, 정합을 위한 조건은 그림 3(b)로부터

   이므로, 부하 임피던스가 쉽게

정해지며, 임의 SLL들을 갖는 방사 패턴 구현을 위

해 패치 폭 및 길이, 연결선 폭 및 길이의 최적화
[6],[14]가 가능하지만 합 및 차 패턴을 위해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지므로 두 개의 배열 안테나가 필요한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의 양 방향 급전인 경우

는 한 개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두 패턴을 동시에 구

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대칭적 구조여야 하

며 각 패치들의 전기적 길이가 180°로 정해져 있으

므로, 합 및 차 패턴의 동시 구현을 위한 설계 변수

들의 동시 최적화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위상 변위될 기본 패턴을 만족시키는 패치

폭 합성 방법과 합당한 모노 펄스 패턴을 구현하기

위한 부하 임피던스 및 연결선 결정 방법을 제시하

고, 이상의 실험 결과들로부터 그 타당성을 보였다. 

Ⅶ.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 방향에서 직렬 급전되는 구조

를 갖는 단일 마이크로스트립 직사각형 패치 배열

안테나와 하이브리드 링 결합기를 사용하여, 합 및

차 패턴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우선 SLL들의 최적 제어를 통해 이 방식에 적용

되는 위상 변위될 기본 패턴과 해당 가중치들의 진

폭을 합성하고, 이 가중치들을 만족시키는 패치 폭

들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그리고 정합과 위

상 변위 양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패치들 간의 연결

선 길이를 적절히 함으로써, boresight를 중심으로 두

개의 위상 변위된 빔 패턴을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합 및 차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설계

된 테이퍼형 패치 배열 안테나를 9.5 GHz에서 제작

및 실험함으로써 설계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

며, 이 구조는 모노 펄스 방위각 레이더 센서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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