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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about design of optimal structure of  slot antenna array antenna with inner waveguide in 

accordance with the slot model, and fabrication of its prototype sample operating at the frequency of 24 GHz. Results of 

this work can be employed as a useful tool to develop and diversify slot antenna having superior performance and 

omni-directivity to that of current antenna. The implemented antenna demonstrates ultra-wideband performa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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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송을 담당하는 안테나는 일반 이동통신을 비롯하

여 자동차, 항공, 국방에 걸쳐서 모든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인 경우에도 타이어 공기압 검지 장치(TPMS), 스마

트키 시스템을 비롯하여 차간거리 경보  제어 장치에 까

지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자동차 차간거리 경보  제어 

시스템에 용되고 있는 리  이더의 안테나 방식은 일

반 으로 도  캐비티 슬롯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다. 

 슬롯 안테나는 부와 방사체의 모양과 종류에 따라 

구분이 된다. 부를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이크로 스트립 슬롯 안테나(MAS : Microstrip slot 

antenna)라고 부르고 부를 도 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

 슬롯 안테나(WSA : Waveguide slot antenna)라고 부

른다. 직렬슬롯(Transverse slot)은 1946년 Waston이 등가 

송선에서 직렬성분 련 성분으로서 도  슬롯을 처음 논

의했다. 슬롯의 임피던스에 한 근사 표 은 Stevenson과 

Oliner에 의해 유도 되었다.[1] 기존 연구에서는 형 인 

계 분포를 가정하는 슬롯 길이의 함수로써 슬롯 임피던스에 

한 표 을 했다.[2] 한, 사각 도 에서의 직렬슬롯

(Transverse slot)의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방법과 펄스 확장 

모멘트 방법에서 수렴(Convergence)을 얻기 해 슬롯 사이

드에 따른 등가 에 지 류를 소개했다.[3]  그리고 펄스 확

장과 포인트 매칭을 가진 모멘트 방법을 사용하여 벽면 두께 

제로에 한 직렬 슬롯 임피던스를 계산했다. 직렬 슬롯에서 

배열 안테나로까지의 정확한 해석은 Josefsson에 의해 이루

어졌다.[4], [5]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직열 슬롯 방식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기

술요구를 충분히 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병렬 슬럿 방식의 안테나 설계  최 화 방안에 

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이더 안테나 이론해석 

이더용 도  캐비티 슬롯 배열 안테나는 가능한 장거

리를 통신할 수 있는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런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는 EIRP(Effective isotropic 

radiated power)를 기 으로 송신출력을 높게 사용하거나 아

니면 높은 지향성을 가지는 배열 안테나가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테나의 체 인 기하학 구조에서부터 배열개

수, 단일 안테나의 구조 인 특성, 소자간의 간격, 방사소자의 

인가되는 력의 크기, 소자의 상 등의 향을 비교 평가하

다. 그림 1은 일반 인 평면 배열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평면 배열은  N×M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개의 

좌표축을 사용한다. 본 평면 배열 안테나는 방사소자에 상

과 계비를 조 하여 은 부엽 벨과 칭 인 방사패턴을 

형성하고 공간상의 임의의 방향으로 안테나의 주엽(Main 

lobe)을 방사할 수 있다. 평면 배열 개수는 x축 방향의 배열

계수의 곱에 y축 방향의 배열계수의 곱으로 표 된다. 한, 

y축 방향 배열 소자들의 진폭 계수가 x 축 방향의 배열

소자들의 진폭  계수에 비례한다면 M, N 번째 안테나에 

방사되는 크기는   으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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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정규화된 배열개수(Normalized array factor)형

태로 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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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슬롯 안테나의 배열 구조

Fig. 1  Structure of slot antenna array 

식 (2)에서   와    

이다. 평면 배열에서 주엽(Main beam)과 부엽의 치를 찾

기 해 정규화한 배열개수 형태에서 방향 성분만을 가지고 

간략하게 표 한다. 




  


 ±   ⋅⋅⋅        (3)

의 식 (3)에서 각각의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분리시

켜 표 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방향성분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

       ⋅⋅⋅

    (4)

의 식 (4)에서 주엽의 치는 x축 방향에서  ,  y축 

방향에서 에 의해서 조 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안테나

에서 빔은 각각의 방향으로 방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x축과 y축에서 빔이 동일한 방향으로 방사한다고 할 때, 

방향성분을    라고 한다면 식 (4)에 입하면 다

음과 같이 주빔 만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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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 식 (4)와 (5)를 연립하여 풀면 주빔과 부빔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식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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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용 도  캐비티 슬롯 배열 안테나의 지향성 특성은 

모든 방향에 걸쳐 평균한 방사세기는 주어진 방향에서 발생된 

안테나 세기의 비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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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향성에 한 기본 인 수식을 바탕으로 평면 배열 

안테나에서 주빔 방향으로의 배열계수의 지향성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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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균일  개구면의 배열계수는 다음과 같이 근사

으로 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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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  개구면(슬롯) 배열 안테나의 최  실효 면 은 

물리 인 면 과 동일하므로(Aem =Ap) 최  지향성은 식 

(10)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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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사각에 따른 력의 최고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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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식에서 배열의 력의 최고치는 입사각(θ=0。) 일 

때이다. 그러나 다른 입사각에서 패턴의 최 치는 다음과 같

이 표 한다. 

 





                               (12)

따라서 정해진 방향범 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향성을 최

로 하기 한 최 의 개구면의 길이를 정할 수 있다. 개구

면의 배열길이가 x 방향과 y 방향의 길이가 같을 경우 정규

화 된 력패턴의 최고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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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용 배열 안테나를 디자인하기 해서는 주엽 벨 

향상과 함께 부엽 벨 축소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하여 돌 -채비세 (Dolph-chebyshev) 

배열 방법과 테일러 원 라메터 방법(Taylor one- 

parameter)을 용하 다.

3. 이더용 안테나 설계  해석

3. 1  안테나 설계인자 분석

앞 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테나의 이론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크기가 작으면서 최 의 달효과를 얻을 수 있

는 안테나 설계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안테나의 이득이 

최소 13dBi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24 GHz 안테나의 배열개수

를 최소 배열개수인 1×4, 2×4배열과 2×8배열로 안테나 개수를 

정하고 부는 간단히 하기 하여  도 (W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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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guide to coaxial)과 도  슬롯(WTST: Waveguide to 

cavity - backed slot transition)을 사용하 다. 아래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  캐비티 슬롯 배열 안테나 구조이

다.

WTC

Slot

Reflector  Wall

Slot

WTST

WTC

WTST

RADOME

       (a) x-Direction         (b) y-Direction 

그림 2 슬롯 안테나의 단면도

Fig. 2 Cross section of slot antenna

먼 , 1×4 배열에 한 안테나 특성을 조사하 다. 배열 

소자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고 각각의 방사체의 상이 동일

하다고 할 때, 표 1은 1×4 배열에서 각각의 진폭 분포 비율

을 나타냈다. 

표   1  배열 1×4에서 진폭의 분포 비율

T able 1  1×4 Distribution ratio of magnitude at 1×4 array

 

급전 방법 소자1 소자2 소자3 소자4 SLL 빔폭

균등 진폭 급전 1 1 1 1 12dB 16°

테일러 원 파라메타 0.38 1 1 0.38 20dB 20°

돌프-채비세프 급전 0.57 1 1 0.57 35dB 18°

표 1에서는 배열 개수를 4개로 하고 방사소자간의 간격과 

소자의 상은 동일하고 계분포의 세기를 변화시켜 각각의 

방법에 하여 빔 방향의 변화시켰다. 그림 3은 소자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균등 (Constant)과 테일러 원 라메타 

(Taylor one-parameter) 방법과 돌 -체비서이

(Dolph-chebyshev)  방법에 따라 빔 패던 형성을 비교하

다. 균등 은 주빔을 제외하고 부엽 벨은 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부엽 벨은 10dB 이하의 값을 갖는다. 부엽 벨에 한 것은 

Taylor one-parameter 방법과 Dolph-chebyshev 방법에

서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ylor one-parameter 

방법은 ±30°에서 ±50°에서 부엽 벨을 35dB 이하로 완 히 일 

수 있고 Dolph-chebyshev 방법은 ±30°에서 ±50°에서 부엽 벨

을 20dB 이하로 일 수 있다. 그러나 Taylor one-parameter 

방법과 Dolph-chebyshev 방법은 ±60°이상에서 다시 부열

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부엽 벨을 이기 해 Taylor one-parameter

에서 방사 소자간의 간격을 조 하 다. 그림 4는 Taylor 

one-parameter에서의 배열간격을 0.8λo와 0.6λo를 두었을 

때를 나타내고 있다. 배열간격이 0.8λo일 때를 기 으로 0.6

λo일 때를 비교해보면 방사소자의 간격이 0.6λo로 하게 되

면 배열 안테나의 부엽 벨은 없어지고 빔 폭은 넓게 된다. 

주빔은 넓어지고 부엽 벨은 35dB 이하로 일 수 있다. 그

러나 이것은 부엽 벨이 없어지고 빔폭이 넓은 반면 방사 

소자간의 커 링으로 인하여 효율이 어든다는 단 을 가

지고 있다. 

 

그림 3 배열 1×4에서 배열 패턴에 따른 방사 패턴

Fig. 3 Radiation patterns according to array pattern at 1×4 

array

그림 4  배열 1×4에서 배열 간격에 따른 방사 패턴

Fig. 4  Radiation patterns according to array interval at 1×4 

array 

그림 5는 1×8배열 방식에 따른 방사패턴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우선 배열 개수를 8개로 하고 방사 소자간의 간격

과 소자의 상은 동일하고 계분포의 세기를 변화시켜 각

각의 방법에 하여 빔 방향의 변화를 확인하 다. 표 2는 

1×8 배열에서의 특성을 평가하기 한 진폭분포 비를 

나타냈다.

표    2 배열 1x8에서 진폭의 분포 비율 

T able 2 Distribution ratio of magnitude at 1x8 array

방법

소

자 

1

소

자

2

소

자 

3

소

자

4

소

자 

5

소

자

6

소

자 

7

소

자

8

SLL 빔폭

균등진폭 
1 1 1 1 1 1 1 1 13dB 8°

테일러 원 

라메타
0.35 0.62 0.86 1 1 0.86 0.62 0.35 16dB 10°

돌 -채비세

 
0.57 0.66 0.87 1 1 0.87 0.66 0.57 20dB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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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8 배열 패턴에 따른 방사패턴  

Fig. 5 Results of radiation pattern according to 1×8 array 

pattern

그림 5는 소자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균등 (Constant)과 

테일러 원 라메타 (Taylor one-parameter) 방법과 돌 -체

비서이 (Dolph-chebyshev) 방법에 따라 빔 패던 형성을 비

교했다. 균등 (Constant)은 테일러 원 라메타 (Taylor 

one-parameter) 방법과 돌 -체비서이 (Dolph-chebyshev) 

방법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부엽 빔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테일러 원 라메타(Taylor one-parameter) 

방법과 돌 -체비서이 (Dolph-chebyshev) 방법을 사용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도 으로 단일 하는 도  캐

비티 슬롯 안테나에서는 각각의 소자의 계분포와 상을 맞

추기 어렵기 때문에 1×8 배열에서는 균등 방식을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3.2 도  슬롯 안테나 구 조

 부에서 입력되는 계필드가 바로 슬롯을 통해 방사

가 되기 때문에 도  내부에서 력 분배와 슬롯의 계분

포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력분배와 방사체가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 에서 입력되는 계필드가 방사체

인 슬롯(Slot)으로 방사를 한다고 하여 WTST(Waveguide- 

to-slot transition)라고 명명하 다. 도  부(WTC)에서 

입력되는 력을 방사 슬롯으로 방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력을 슬롯으로 방사를 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1차

으로 도  부에서 입력되는 계가 윗쪽 도  벽에 

충돌하여 되돌아오는 것을 없앨 수 있어야 하고 2차 으로 

도  벽에서 되돌아오는 계를 없애야 한다. 그림 6은 도

 내부의 계의 흐름과 반사되는 지 을 나타내고 있다. 

입력되는 계가 반사되는 지 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었

다. 1차 반사되는 지 (Region 1)은 부의 앙에 치를 

하고 2차 반사되는 지 (Region 2)은 도  벽 부분에서 

일어난다. 이런 반사되는 부분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1차 반사되는 지 (Region 1)은 도  부(WTCA)에서 

입력되는 계(Electric Field)가 도  쪽 벽면에 반사되

지 않게 도 의 높이를 0.25λo로 하여 설계하 다. 2차 반

사되는 지 (Region 2)은 입력되는 계가 도  내부에서 

공진형 도 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하여 도  벽

(Waveguide wall)에서 마지막 슬롯의 치를 0.25λg로 하여 

설계하 다.

그림 6 도  내부의 계 방향

Fig. 6 Directions of electric field at inner waveguide

도  내부의 계는 Standing wave로서 진행을 하고 

하나의 슬롯에서 동 상이 되기 해서는 슬롯의 간격을 λg

만큼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략 1.6λo에 해당하는 간

격이 된다. 이런 간격을 안테나 배열 이론(Antenna array 

synthesis)에 근을 시키면 Fig. 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은 방사소자의 개수를 4개로 두고 안테나의 

간격을 1.6λo로 했을 때 안테나의 방사패턴이다. 

그림 7에서와 같이 안테나의 배열간격을 1.6λo로 했을 때 

±45
o
에서 큰 부엽 벨(Grating lobe)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이런 부엽 벨을 이기 하여 본격 인 연구가 

진행을 하 다. 이 같은 부엽 벨을 감시키기 하여 2×4, 

2×8 배열의 안테나 특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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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배열 간격이 1.6λo인 경우의 안테나 방사 패턴  

Fig. 7 Radiation patterns of antenna according to array 

interval : 1.6λo

그림 8은 2×4 안테나의 방사 특성  제작된 형상을 나

타내고 있다. 설계. 제작된 안테나의 특성을 확인하기 하

여 자  무반사실(Anechoic chamber)에서 측정을 하 다. 

무반사실에서의 측정결과 이득은 16.9dBi, HPBW인 

E-plane 22 deg와 H-plane 34 deg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이는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E-plane 목표치인 15 deg

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2×8 배열 안테나를 설계. 제작

하여 특성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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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diation patterns of 2×4 array antenna

  

(b)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2×4 array antenna  
      

그림 8  제작된 2×4 배열 안테나 사진  방사 패턴

Fig. 8   Radiation patterns and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2×4 array antenna

그림 8의 결과에서 확인한 2×4 안테나의 E-plane의 빔 

폭을 원하는 스펙에 만족시키기 하여 2×8 배열 안테나를 

설계 제작하 다. 본 배열 조건은 에서 설계. 제작한 안테

나 특성을 기 로 하여 배열한 것으로서 이득 18.64dBi, 

HPBW인 E-plane 10.68 deg, H-plane 34 deg의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하여 자동차 이더에 용 가능

한 병렬형 안테나의 최  조합은 2×8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a) Radiation patterns 

 (b) Return loss(S11)

그림 9  2×8 배열 안테나의 설계 결과

Fig. 9  Design results of 2×8 array antenna

그림 10은 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안테나 도

 내부의 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앙에서 된 

계는 도 내부에서 반사 없이 진행하고 방사체인 슬롯을 

통해 계가 잘 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0  내부 도 에서 계 분포

Fig. 1 0  Distributions of electric field at Inner waveguide

부에서 입력되는 계(TE10 모드)가 도  내부로 

잘 달이 되고 1차 으로 앙에 있는 두 개의 슬롯에서 

반사없이 슬롯을 통하여 계가 방사를 하고 2차 으로 나

머지 두 개의 슬롯에서도 계가 반사없이 방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 결   론

본 논문은 자동차 이더에 용되고 있는 도  캐비티 

슬롯 안테나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능을 만족시키는 안테나

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개구면 배열방식이 1×4인 경우에는 균등 (Constant)의 

부엽 벨이 12dB로서 테일러 원 라메타 (Taylor one- 

parameter) 방법과 돌 -체비서이 (Dolph- chebyshev) 

방법에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다. 이와 반 로 개구면 배

열방식을 1×8로 할 경우에는 테일러 원 라메타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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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arameter) 방법과 돌 -체비서이 (Dolph- 

chebyshev) 방법이 균등 (Constant)의 부엽 벨보다 

작게 발생되었다. 따라서, 자동차에 용 가능한 안테나 설

계를 해서는 개구면 배열방식에 따라서 합한 방식 

용이 필요하다. 한, 개구면 배열측면에서 가장 부엽 벨

이 게 발생되는 배열조건은 1×4임을 실험과 이론해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  비티 방식의 슬롯 

안테나를 제작하여 용한다면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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