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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관 슬롯 배열 안테나용 리지가 장하된 끝이 둥근 소형 슬롯

Ridge-Loaded Small Round-Ended Slot for Waveguide Slot-Array Antenna

김 병 문*․이 종 익**․조 영 기

Byung-Mun Kim*․Jong-Ig Lee**․Young-Ki Cho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도파관 슬롯 배열 안테나의 요소로서 구형 도파관 광벽에 위치하고 이중 리지가 장하된 끝이

둥근 소형 슬롯을 제안하였다. 리지 치수를 적절히 조절하면 원하는 주파수에서 슬롯의 공진을 얻을 수 있다. 
제안된 슬롯의 공진 길이는 공진 주파수에서 약 0.26 (자유 공간 파장)이다. 제안된 공진 슬롯은 소형이고, 
작은 공진 컨덕턴스 그리고 짧으면서도 안정된 공진 길이 등의 장점을 가진다. 부가적으로 슬롯을 도파관 슬롯

배열에 적용할 때 각 슬롯의 특성들이 인접한 슬롯에 의해서 영향을 적게 받는다. 부엽 준위 —20 dB를 가지는

4×1 도파관 슬롯 배열 안테나를 설계, 제작한 후 실험하였다. 측정결과들이 시뮬레이션 결과들과 잘 일치하고, 
주파수 9.41 GHz에서 부엽 준위 —15.9 dB, E-평면 반치각 110.2°, H-평면 반치각 21.2°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a small round-ended slot loaded by double ridges on the broad wall of a rectangular waveguide is 
presented as an element for a waveguide slot-array antenna(WSAA). By properly adjusting the ridge dimension, a reso-
nance of the slot at a desired frequency can be achieved. The resonant length of the proposed slot is about 0.26 (free 
space wave length) at the resonance frequency. The proposed resonant slot has some advantageous properties, such as 
small size, small resonant conductance, and short and stable resonant slot length.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lots are slightly affected by the adjacent elements when the slots are arrayed for a waveguide slot antenna. A 4×1 
WSAA with —20 dB side-lobe level(SLL) is designed, fabricated, and tested experimentally. The measured results are 
well agreed with the simulated ones and have an SLL of —15.9 dB and a half-power beam width of 110.2° in the 
E-plane and 21.2° in the H-plane, respectively, at 9.41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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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파관 슬롯 배열 안테나는 레이더 시스템 및 초

고주파 통신과 같이 고출력, 저손실 및 고이득 등의

성능이 요구되는 많은 분야에 폭넓게 응용되어 왔

다. 도파관 슬롯 배열 안테나(Waveguide Slot-Arrray 
Antenna: WSAA)의 배열 요소인 도파관 슬롯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진 것은 구형 도파관의

ⓒ Copy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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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벽에 위치한 종방향 슬롯(longitudinal slot)의 복사

특성이었다[1]～[6]. 종방향 슬롯은 다른 구조들에 비해

낮은 교차 편파, 넓은 범위의 공진 컨덕턴스와 같은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

방향 슬롯의 공진 길이는 공진 주파수에서 약 0.5

이며, 슬롯으로부터 복사 전력을 결정짓는 정규화된

공진 컨덕턴스는 도파관의 중심으로부터 슬롯의 이

격 거리에 따라 증가된다. 기존에 많이 사용된 금속

도파관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나 스트립 선로와는

달리 자유공간으로의 누설 복사에 의한 손실과 유전

체 손실이 없으므로 손실이 매우 작으나 부피가 크

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PCB 인쇄기술

을 사용하여 비아홀로 도파관 협벽을 구성하여 가볍

고 소형이며, 저비용의 기판 집적형 도파관(Substrate 
Intgrated Waveguide: SIW)을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7],[8]. 공진 슬롯의 길이가 짧아지면 인

접 슬롯 사이의 도파관 내부 상호 결합이 감소되어

단일 슬롯의 특성과 배열된 슬롯의 특성 간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배열 안테나의 최적화 설계

를 위한 각 슬롯의 파라미터들의 최종 값에 보다 가

까운 초기값을 제공할 수 있어서 WSAA 설계 시 최

적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형 도파관 광벽에 실장할 수 있는

소형 공진슬롯으로서 리지가 이중으로 장하된 끝이

둥근 슬롯을 제안한다. 공진 길이와 정규화된 공진

컨덕턴스와 같은 슬롯의 특성들은 상용 FEM 시뮬레

이터(Ansoft HFSS)로 조사하였으며, 종래의 끝이 둥

근 종방향 슬롯의 특성들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예
로서 X-band용 WSAA로 응용하기 위한 동작주파수

9.41 GHz에서 —20 dB 부엽 준위를 갖는 4-슬롯 배

열안테나를 설계, 제작 및 실험하고, 시뮬레이션 결

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Ⅱ. 리지가 장하된 끝이 둥근 슬롯의 

공진 특성 

그림 1에 구형 도파관의 광벽에 위치한 끝이 둥근

종래의 종 방향 슬롯 구조(그림 1(a))와 리지가 장하

된 제안된 슬롯의 구조(그림 1(b))가 도시되어 있다. 
각 슬롯의 길이는    이고, 폭은 2이며, 
슬롯의 양끝은 반경 인 반원형 슬롯으로 종단된

(a) 끝이 둥근 종방향 슬롯

(a) Round-ended longitudinal slot

(b) 제안된 슬롯

(b) Proposed slot 

그림 1. 구형 도파관 광벽에 위치한 슬롯의 구조

Fig. 1. Geometries of the slot on a broad wall of a 
rectangular waveguide.  

 

표 1. 도파관과 슬롯의 치수

Table 1. Dimensions of waveguide and slot. 

Parameters      

Values(mm) 22.86 10.16 1.0 8.0 2.81 0.5  

다. 리지가 장하되지 않은 그림 1(a)의 슬롯 구조에

서 폭이 파장에 비해 충분히 작을 때, 슬롯의 공진

길이는 0.5 에 가깝다. 그림 1(b) 구조는 길이가 

이고, 폭이 2인 사각 슬롯 부분에 이중 리지를 장하

한 것으로서, 리지 폭이 이며, 리지 사이 간극은

이다. 소형 원형 개구의 공진에 관한 이전 연구 결

과[9]로부터 끝이 둥근 직선 슬롯의 길이 가 0.5  
(: 자유 공간 파장)보다 작아도 이중 리지로 장하

되면 공진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제안된 슬롯의 특성을 조사하고 종래의 종방향

슬롯과 비교하기 위해서 상용 FEM 시뮬레이터인

Ansoft사의 HFSS를 활용하였다. 도파관과 슬롯의 치

수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논문에서 적용할 슬롯에 대한 2 포트 등가회

로는 그림 2에 제시된 T-형 회로망이다. 회로에서 정

규화된 직렬 임피던스 와 정규화된 병렬 어드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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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된 슬롯에 대한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for the proposed slot.

 
스 는 다음 관계식으로 부터 계산할 수 있다[5],[10].

 

   

  

(1)
  

 

    

(2)
 

여기서 과 은 HFSS로 구한 반사계수와 투과

계수이다.   

그림 3은 리지 폭 =2.69mm, 도파관의 중심으로

부터 이격 거리 =5mm, 표 1에 제시된 치수를 갖

는 슬롯에 대한 정규화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나타낸 것이다. 정규화된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작다. 이것은 종

래의 종 방향 슬롯과 마찬가지로 제안된 슬롯이 도

파관 축 방향 전류에 대해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주파수 9.41 GHz에서 정규화된 어드미

턴스의 허수, 즉 서셉턴스가 0이 되어 공진이 되며, 
정규화된 공진 컨덕턴스는 0.57이다. 

그림 3. 제안된 슬롯의 정규화된 어드미턴스와 임피

던스(=2.69 mm,  =5 mm).
Fig. 3. Normalized admittance and impedance of the 

proposed slot(=2.69 mm,  =5 mm).

그림 4. 제안된 슬롯의 축 방향 중심선(  )을 따

른 정규화된 전계 세기(=2.69 mm, =5 
mm)

Fig. 4. Normalized electric field along the center line
(  ) of the proposed slot(=2.69 mm, 
=5 mm).

 
제안된 슬롯이 공진이 될 때 슬롯의 중심선(

 )에서 전계   의 크기를 그림 4에 도시하

였다. 전계분포는 제안된 슬롯의 리지 영역에서 균

일하게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반원형 슬롯 영역으

로 가면서 급격히 감소된다. 전계 세기가 최대치의

0.707배(—3 dB) 이상에 해당되는 슬롯 영역의 길이

(실효 슬롯 길이)는 약 3.24 mm로 실제 리지 폭(

=2.69 mm)의 약 120 %, 슬롯 전체 길이(  

8.31 mm)의 약 39 %이다.
이중 리지 구조는 마치 평판 면적  × , 간격

인 평행판 커패시터처럼 동작하여, 용량성 리액턴

스를 가진다. 이중 리지 구조의 등가 커패시턴스는

도체판의 두께 , 리지 폭  , 리지 사이 간극   등
에 의해 결정된다. 리지가 없는 유도성 소형 슬롯에

리지를 장하시켜 리지의 폭과 간극을 조절하면 소형

슬롯을 원하는 주파수에서 공진시킬 수 있다. 이중

리지 사이의 좁은 슬롯에 연결된 두 개의 반원형 슬

롯은 등가적으로 공진기의 인덕턴스를 제공한다. 등
가 인덕턴스 값은 반경 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되어

등가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수와 Q값(Quality Factor)
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림 5(a)는 표 1에서 주어진 구조에 리지 간극 

= 0.5 mm, 이격 거리 =5 mm인 경우, 리지 폭에 대

한 정규화된 공진 컨덕턴스와 공진 주파수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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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5 mm, =5 mm

(b) =2.69 mm, =5 mm

그림 5. 리지 폭과 간극에 대한 정규화된 공진 컨덕

턴스와 공진 주파수

Fig. 5. Normalized resonant conductance and resonant 
frequency against the ridge width and gap.

 
다. 리지 폭에 대한 정규화된 공진 컨덕턴스는 0.31
에서 0.71로 평균 약 0.057/0.2 mm로 증가하고, 공진

주파수는 10.8 GHz에서 8.975 GHz로 평균 0.26 GHz/ 
0.2 mm로 감소한다.

그림 5(b)는 표 1에서 주어진 구조에 리지 폭 = 
2.69 mm, 이격 거리 =5 mm인 경우, 리지 간극   
에 대한 정규화된 공진 컨덕턴스와 공진 주파수를

나타낸다. 리지 간극에 대한 정규화된 공진 컨덕턴

스는 1.16에서 0.27로 평균 0.25/0.2 mm로 급격히 감

소하고, 공진 주파수는 8.14 GHz에서 11.14 GHz로
평균 0.86 GHz/0.2 mm로 증가한다. 그림 5의 두 그

림을 비교하면, 리지 폭에 비해 간극 변화에 대해 정

규화된 공진 컨덕턴스와 공진 주파수가 민감하게 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배열 슬롯의 원하

 

(a) 정규화된 공진 컨덕턴스

(a) Normalized resonant conductance

   

(b) 공진 길이

(b) Resonant length

그림 6. 이격 거리에 대한 제안된 슬롯의 특성

Fig. 6.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slot against the 
offset.

 
는 공진 컨덕턴스에 상응하는 슬롯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간극 은 일정한 값(0.5 mm)으로 고정

시키고 리지 폭을 조절하는 것이 제작 공차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그림 6은 주파수 9.41 GHz에서 직선 슬롯인 종방

향 슬롯과 제안된 슬롯의 이격 거리 에 대한 정규

화된 공진 컨덕턴스 와 공진 길이    

를 나타내고 있다. 종방향 슬롯은 리지가 없는 즉, 
  인 경우이다. 4-슬롯 배열의 경우, 동일한 4개
의 슬롯들을 그림 7과 같이  /2( : 도파관 관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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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간격으로 배치하고, 인접한 슬롯은 중심선에

대해 같은 이격 거리를 가지고 양편으로 교차 배치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슬롯의 중심과 단락 블록

(short block) 간 거리는 4이다. 4-슬롯 배열 경우

에 대한 데이터는 슬롯 간 상호 결합이 고려된 것으

로서, 시뮬레이션에 의해 배열에 대한 정규화된 공

진 컨덕턴스를 계산한 후 단일 슬롯의 컨덕턴스는

평균을 취한 값이다. 그 결과들은 이격 거리 가 증

가하면 정규화된 공진 컨덕턴스 와 공진 길이 

도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 2 mm 이상인 범

위에서는 제안된 소형 슬롯과 기존의 종방향 슬롯의

특성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안된 슬롯

은 가 2 mm 이하에서도 안정적이고 작은 컨덕턴

스 값을 가지게 되므로 종방향 슬롯에 비해 고이득

의 대규모 WSAA 구성에 적합하다. 
그림 6(b)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안된 슬롯의

공진 길이는 종래의 종방향 슬롯의 그것과 비교하면

크기도 작으면서 이격 거리 에 대한 변화도 적다. 
제안된 슬롯의 경우에서 단일 슬롯의 컨덕턴스는 4-
슬롯 배열의 그것과 잘 일치하며, 이격 거리  범위

1～5 mm에 대한 컨덕턴스 변화는 0.03≤  ≤0.6이
며, 두 경우의 차이는 6.82 % 이내이다. 제안된 슬롯

의 공진 길이는 주파수 9.41 GHz에서 0.257∼0.263
 범위에 있으며 종방향 슬롯의 공진 길이 약 0.5
에 비하면 상당히 짧다. 이격 거리 의 범위 1～

5 mm에 대해 공진 길이는 약 0.1 mm 이내로 미세한

변화를 보인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제안된 슬롯이 도파관 슬롯

배열에 사용될 때, 각 슬롯의 컨덕턴스에 해당되는

공진 길이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 제안된 슬롯들 간

의 상호 결합은 종래의 종방향 슬롯들 간의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또한, 원하는 도파관 안테나 설

계를 위해서 매개변수의 초기 값을 제공하고, 약간

의 수정과 노력을 통하면 원하는 성능을 가지는 최

적화 설계가 가능하다. 
제안된 슬롯을 활용한 4-슬롯 배열에 대한 곡선들

은 범위 1 mm≤  ≤8 mm에서 슬롯 이격 거리

에 대하여 3차와 4차 다항식 함수들로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피팅(data-fitting)하였다. 

    
 

 


 ×  (3)
  
   

 
   (4) 

Ⅲ. 4×1 슬롯 배열 안테나의 설계 

앞서 얻은 제안된 슬롯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WSAA의 설계 예로서 SLL=—20 dB의 4×1 WSAA를
그림 7의 구조로 설계해 보고자 한다. 먼저 특정값

이하의 SLL을 갖도록 복사 패턴을 발생시키는 전원

분포 함수로부터 각 슬롯의 컨덕턴스(  1, 2, 3, 
4)를 구한다. 식 (3)을 이용하여 각 슬롯 컨덕턴스

에 상응하는 이격 거리 를 구한다. —20 dB 부
엽 준위와 3개의 부엽이 등준위인 복사 패턴을 형성

하는 테일러 선 분포(Taylor line source distribution)[11]

로부터 얻은 슬롯의 컨덕턴스는    0.13(슬
롯 #1, 4)과    0.38(슬롯 #2, 3)이다. 여기서

각 슬롯의 컨덕턴스를 합한 전체 컨덕턴스(=1.02)는
임피던스 정합을 위하여 약 1이 되도록 하였다. 그
리고 해당되는 공진 길이 는 식 (4)를 활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파라미터 값들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4개의 슬롯으로 그림 7의 WSAA
를 구성하고, HFSS를 이용하여 복사 패턴을 계산하

였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합성한 패턴과 잘 일치하

였다.

표 2. 배열 슬롯들의 치수

Table 2. Dimensions of array slots. 

Parameters Slot#1,4 Slot#2,3

Ridge width  2.60 mm 2.65 mm

Offset  2.25 mm 3.89 mm

Slot length  8.22 mm 8.27 mm

그림 7. 4×1 슬롯 배열 안테나의 구조

Fig. 7. Geometry of 4×1 slot array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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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4×1 슬롯 배열 안테나의 구조

Fig. 8. Geometry of 4×1 slot array antenna.

 

그림 9. 입력 반사계수

Fig. 9. Input reflection coefficient.

 
그림 8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WSAA로서, 고정

밀 와이어 방전기(Wire Electro Discharge Machine)를
활용하여 가공되었다. 슬롯들이 있는 도체 상판, 도
파관 단락종단용으로 위치 조절이 가능한 직육면 도

체 블록 및 도파관의 측벽과 하판에 해당되는 도체

블록들로 구성되며, 나사로 조립하였다.  
안테나는 특성 실험을 위해 벡터 회로망 분석기

(Agilent, 8510C)와 동축-도파관 어댑터를 통하여 연

결되었다. 이러한 측정 환경은 도파관 포트에서 반

사계수를 계산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값과 시뮬레이션 값

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그림 10은 제작된 안테나의 E-평면과 H-평면에서

측정된 복사 패턴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보여주

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잘 일치

한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제안된 슬롯 안테나의 최

대 교차 편파 준위(—28.6 dB)는 직선 슬롯으로 구성

된 배열 안테나의 교차 편파 준위(—31.7 dB)에 비해

3.1 dB 정도 높지만, 다양한 장점을 감안할 때 충분

(a) E-평면 패턴

(a) E-plane pattern

(b) H-평면 패턴

(b) H-plane pattern

그림 10. 주파수 9.41 GHz에서 복사 패턴

Fig. 10. Radiation patterns at 9.41 GHz.

 
히 수용할 만한 성능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작된 안테나는 SLL=—15.9 dB, H-
평면 반치각 21.2°와 E-평면 반치각 110.2°의 성능을

갖는다. 첨두 이득은 11.79 dBi로 시뮬레이션 이득

12.12 dBi와 잘 일치한다. E-평면에서는 측정값과 시

뮬레이션 값이 매우 잘 일치하나, H-평면에서는 측

정값과 시뮬레이션 값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안테나에

연결되어 있는 어댑터와 급전 케이블이 복사 슬롯과

동일한 측정면에 놓이게 되면 복사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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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 도파관 슬롯 배열 안테나의 요소로

서 이중 리지가 장하된 끝이 둥근 슬롯을 제안하고,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형 도파관의 광벽에

위치한 제안된 슬롯은 종래의 종방향 슬롯에 비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공진 컨덕턴스, 짧고 안정적인 공

진 길이 등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제안된 구조의

슬롯은 배열 안테나로 설계시, 인접한 슬롯에 의한

특성 변화가 작아서 최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작은 컨덕턴스 값을 구현할 수 있어서

대형 배열 안테나 설계에 유리하다. SLL=—20 dB를
갖는 4×1 슬롯 배열 안테나를 설계, 제작 후 실험을

통해 입력 반사 계수, 복사 패턴, 이득 등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들이 시뮬레이션으로 계산

된 결과들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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