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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EM 센서용 24 GHz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배열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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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감도 EM 센서용으로 적용되는, 고이득의 소형 마이크로스트립 배열 안테나 구조를 제안하

였다.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는 24 GHz 대역이며, 안테나의 기본 구조는 배열 중간에 급전점이 위치하고 급전

점으로부터 체피세프(Chebyshev) 다항식에 의한 대칭적인 패턴을 갖는다. 또한, 배열 안테나의 양 측면에 빔 폭

가변을 통하여 지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측면 날개를 부가함으로써 배열의 크기를 확장하지 않고 안테나의

이득을 향상시켰다. 또한, 본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안테나의 동작 주파와 부엽 레벨(side-lobe level)은 이득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면밀한 측정을 통하여 설계 결과를 검증하였다.

Abstract

Low cost patch array antenna for high sensitivity electromagnetic(EM) sensor is presented. The operating frequency 
band of the antenna is 24.05～24.25 GHz. Array structure is the symmetrical pattern by Chebyshev polynomial and 
the feed poin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array. Also, the gain of the array antenna can be increased by the side 
wings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ground plane. It is proved through simulation and the measurement results that 
the operating frequency and the side-lobe level(SLL) are rarely changed when the inclined angle of the side wings 
is varied.

Key words : High Sensitivity, EM Sensor, Patch Array Antenna, Chebyshev Array, Side Wings

Ⅰ. 서  론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소형, 경량으로 다

양한 구조로 제작이 가능하며, 낮은 제작 비용과 제

작의 용이성과 더불어 집적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판 형태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

하여, 배열 안테나 설계에 용이하여 고 이득이 요구

되는 다양한 통신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
러나, 밀리미터파를 포함한 고주파(high frequency) 
대역에서는 마이크로스트립 구조가 갖는 협소한 대

역폭과 저 전력 및 효율이 낮다는 단점들로 인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하여 고 효율 및 고 이득 특성을 구현하기 위하

여 다양한 도파관이나 혼 안테나 등의 3차원 기구

형상을 갖는 안테나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1],[2]. 
이러한 평판 구조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는 고

주파 대역에서 낮은 효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득

개선을 위한 배열 설계 및 그 배열의 크기를 확장하

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대역에서 마이크로스트립

평판 안테나를 적용하기 위하여 배열의 크기를 확정

하지 않고 이득이나 대역폭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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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측면도

(a) Top view

 

(b) 측면도

(b) Side view

그림 1. 측면 날개가 연결된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도

Fig. 1. Detailed structure of the proposed antenna with 
side wings.

 
구조를 제안한다. 본 안테나는 그림 1에 도시된 바

와 같이, 평판형 배열 안테나의 양쪽에 안테나 그라

운드와 연결된 측면 날개(side wings)를 부가하고, 안
테나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측면 날개가 이루는 경사

각 WA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이
를 통하여, 측면 날개의 경사 각에 따라 안테나의 빔

폭이 가변될 수 있으며, 지향성 향상을 통한 이득 개

선 효과를 이루었다. 또한, 본 안테나 10개의 소자가

직렬로 배열되었으며, 좌, 우 대칭 구조를 가지며, 
대칭이 되는 각 5개 소자의 패치 폭(PW)을 달리 함

으로써 체비세프 배열 구조를 이룸으로써 부엽 레벨

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2]. 그림 2는 제안된 안테

나의 측면 날개 각도 제어를 위한 체결 구조를 도식

하고 있다. 본 구조와 나타난 바와 같이, 금속으로

제작된 평판형 측면 날개는 안테나의 그라운드와 유

사 경첩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경첩의 중심 회전

축을 기준으로 회전각이 조절될 수 있다. 또한, 회전

각 조절에 따른 두 개의 금속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그라운드와 측면 날개의 일 측에 또 다른 회전축과

각 회전축을 연결하는 ‘U’자형 지지물을 나사를 통

그림 2. 제안된 안테나의 각도 제어 구조

Fig. 2. Angle control structure of the proposed antenna.

 
하여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제안된 안테나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측면 날개

를 경사각을 달리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측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Ⅱ. 체비세프 배열 안테나 설계

제안된 안테나의 전기적 요구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동작 주파수: 24.05～24.25 GHz
․ 안테나 이득: > 18 dBi
․ HPBW: > 50°(yz-평면)
․ HPBW: < 10°(xz-평면)
․ 부엽 레벨: > 15 dB   
․ 편파 특성: 직선 편파

전기적 요구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측면 날개를 부착한 형태의 평판 안테나

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3. WA=0°, 30°, 45°, 60°에서 시뮬레이션된 반

사 손실

Fig. 3. Simulated return losses at WA=0°, 30°, 45°,  
and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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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도시된 안테나 구조도를 참고로, 설계된

배열 안테나의 크기는 SL=160 mm, SW=14.4 mm, 
AL=83 mm이다. 기판은 유전율(ɛr) 2.3의 Rogers 
5880TM

을 사용하였으며, 두께는 0.5 mm이다. 급전부

는 중앙으로부터 왼쪽으로 2.6 mm 길이의 지점이며, 
이는 동작 주파수 24 GHz 대역에서 입력 임피던스

정합을 갖도록 최적화 되었으며, 양쪽 배열 끝은 비

아를 통해 단락되었다
[3],[5].

상술한 바와 같이, 배열 소자의 개수는 10개이며, 
패치와 전송 선로의 길이는 PL=4.1 mm, AG=4.2 mm 
이다. 또한, 10개의 소자 중, 중심에 위치한 가장 큰

크기를 갖는 2개 소자(그림 1(a)의 상단 원형 내부

그림 참조)의 폭 PW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각 5
개의 소자의 패치 폭 비율 PW=[1, 0.92, 0.8, 0.55, 
0.7]이다. 이 비율은 부옆 레벨 낮추기 위한 체비세

프 배열을 따른 설계 수치이다
[6],[7]. 본 설계를 통하

여 부엽 레벨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었으나, 
제한된 크기 내에서 배열 소자의 증가 없이 이득 특

성을 개선할 수 없으므로, 평판 안테나 구조를 유지

하면서 이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판

안테나 양측에 측면 반사판을 부가하는 구조를 고안

하였다. 여기서, 측면 날개의 크기는 160 mm×14.4 
mm이며, 배열 안테나의 기판과 동일한 크기이다. 그
림 3은 WA가 0°, 30°, 45°, 60°일 때의 CST Micro-
wave Studio를 이용한 반사 손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작 주파수 대역(24.05～24.25 
GHz)에서 최소 12 dB의 반사 손실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결과를 통하여, 측면 날개의 경사각

변화에 따른 주파수 특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는 24.15 GHz에서 측정된 제안된

안테나의 방사 패턴 결과이다.
본 결과는 측면 날개의 경사각 WA가 0°, 30°, 45°, 

60°일 때의 결과로써, 경사각의 증가에 따라 안테나

빔의 반치 폭(HPBW: Half Power Beam Width)이 xz-
평면에서 10°에서 8.2°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yz-평
면에서는 83°에서 35°로 약 50° 정도가 줄어들면서

지향성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안테나의 이득은 WA가 0°에서 60°로

증가 시 16.8 dBi에서 20.8 dBi로 4 dB 정도 증가하

였으며, 부엽 레벨은 경사각에 관계없이 18 dB 정도

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또한, 측면 날개의 경사

(a) xz-평면

(a) xz-plane

(b) yz-평면

(b) yz-plane

그림 4. WA=0°, 30°, 45° and 60°에서 시뮬레이션된

방사 패턴

Fig. 4. Simulated radiation patterns at WA=0°, 30°, 
45° and 60°.  

그림 5. 제작된 안테나의 실물 사진

Fig. 5.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antenna.
 

각을 높이면 더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60° 이
상으로 경사각을 올릴 경우, 앞에서 언급된 EM 센
서의 전기적 요구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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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안테나는 18 dB 이상의 높은 이득을 가지면서

도 yz-평면 상에서 적정한 넓이 이상의 빔 폭(HPBW: 
>50°)을 가져야 하므로 yz-평면 상에서 35°의 반치

폭(HPBW)를 갖는 경사각 60° 이상의 배열 안테나의

결과는 생략하였다.
본 결과를 통하여, 제안된 구조의 측면 날개 경사

각을 조정함으로써, 빔 폭 변화를 통한 이득 개선 효

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부엽 레벨과 같은 주요한 빔

패턴 성능은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Ⅲ. 배열 안테나 측정

Ⅱ장에 서술한 안테나의 전기적 요구 사양에 부

합되는 반사판의 경사각은 45°이다. 그림 4에 도시

된 시뮬레이션 결과 중, 이득의 경우, WA=45° 및
60°가 사양(18 dBi)에 만족하였으나, WA=60°인 경

우, 빔 폭이 협소하여 HPBW 사양(방위각 방향, 50°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평판형 배열 안테나의 구조를 갖는 WA=0°인 경우

와 적기적 요구 사양을 만족하는 WA=45°에 대한 안

테나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림 5는 제작된 안테나의 제작 형상이며, 설계된

안테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반사실(ane-
choic chamber)에서 Orbir사의 근접 전계 측정 시스템

을 통하여 측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측정 정밀도의

향상을 위하여, 측정 장비 스캐너의 스캐닝 피치

(pitch)를 측정 주파수의 반파장 이하로 설정하였다.
우선, 그림 6은 제안 구조 안테나의 반사판 경사

그림 6. WA=0°, 30°, 45°과 60°에서 측정된 반사 손실

Fig. 6. Measured return losses at WA=0°, 30°, 45° and 
60°.

(a) xz-평면

(a) xz-plane

(b) yz-평면

(b) yz-plane

그림 7. WA=0°와 45°에서 측정된 방사 패턴

Fig. 7. Measured radiation patterns at WA=0° and 45°.  
 
각 WA=0°와 45°일 때의 반사 손실 측정값을 나타낸

다. 중심 주파수 24.15 GHz에서의 WA의 변화에 따

른 반사 손실의 측정값은 —20 dB 정도로 거의 차이

가 없었고, 그림 3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일치

함을 보였으며, —10 dB 이하에서 동작 주파수 대역

을 모두 만족시켰다.
그림 7은 WA가 0°와 45°일 때, 24.15 GHz에서 측

정된 방사 패턴이다. 측면 날개의 경사각 WA가 0° 
일 때, 측정된 안테나의 이득은 17.5 dBi이다. 또한, 
xz-평면에서 HPBW는 8°, yz-평면에서는 82°이며, 부
엽 레벨은 18 dB를 얻었다. 반면, 경사각이 45°일 때, 
19.5 dBi의 안테나 이득과 함께, xz-평면에서 7°, yz-
평면에서는 78°의 HPBW를 보였으며, 부엽 레벨은

18 dB로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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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측정 결과를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경사각이 0°에서 45°로 증가

되면서, HPBW가 xz-평면에서는 1°, yz-평면에서는

4° 감소함으로써 지향성 향상을 통한 2 dB의 이득이

향상되었다. 또한, 부엽 레벨과 동작 주파수 특성은

측면 날개의 경사각 조정과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

지되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패치 배열 안테나에서 높은 이득

을 얻기 위해서는 패치의 개수의 추가 없이 안테나

의 이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체비세

프 배열을 이용하여 부엽 레벨을 최적화 시켰으며, 
측면 날개를 연결하여 패치 배열 안테나의 한정적인

이득보다 더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에 밀

리미터파 대역과 같은 고주파 대역에서 널리 사용되

는 도파관 및 혼 안테나에 비하여, 본 논문의 안테나

는 평판형 구조로서 배열 설계에 용이하며, 제작 시

최적의 각도에 맞도록 안테나와 반사판을 일체형으

로 구현함으로써 제작 비용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

을 갖는다. 
제안된 구조의 안테나는 상술한 구조적 장점을

살려 고주파 대역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센

서를 포함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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