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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접속 그리고 사용자의 급

격한 증가와 동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증가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품질, 광대역 데이
터 통신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
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5G 이동통신 시
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안된 기술들로는 빔포밍(beamforming)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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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철도 통신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초고속 통신을 위해 3개의 소자로 구성된 패치형 ESPAR(Electronically 
Steerable Parasitic Array Radiator) 안테나를 기반으로 한 배열 안테나 구조를 설계하였다. ESPAR 안테나는 단일 RF-체인을 가지
는 능동소자와 능동소자를 둘러싼 기생소자들로 구성되며, 기생소자들의 리액턴스를 조절하여 빔포밍이 가능하다. 패치형
ESPAR 안테나 기반의 수직 배열 안테나 구조를 제안하고, 안테나 행간 거리와 안테나 수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시뮬레
이션 결과, 안테나 행간 거리가 일 때 가장 큰 빔의 이득과 지향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n array antenna structure based on a patch ESPAR(Electronically Steerable Parasitic Array Radiator) antenna 
with three elements for reliable communication in high-speed railway wireless communication. The ESPAR antenna consists of the active 
element with a single RF-chain and the parasitic elements surrounding an active element. The ESPAR antenna is capable of beamforming 
by adjusting the reactance of the parasitic element. We propose a vertical array antenna structure based on the patch ESPAR antenna 
and simulate it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number of antennas and the distance between antenna row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we can get the maximum beam gain and highest directivity when the distance between antenna rows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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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ve MIMO (Multi-Input Multi-Output), Inband Full Du-
plex, mmWave 대역 개발, small cell 기법 등이 있다.
철도 통신 내에서도 고품질 광대역 통신에 대한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철도 사용자들에게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제공할수 있어야 하며, 현재연구중인 무인열
차 제어 시스템의 경우,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철도 통신 환경에서는 열차가 고속으로 이동하기 때문

에 기지국과의 무선 통신 채널에서 빠른 페이딩이 발생

한다. 또한, 기지국과 열차 사이의 장애물에 의한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통신 성능을 증
가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다
수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주파수 자원의 소모

없이 링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이버시티 기술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다이버시티 기술 중
빔포밍 기술은 안테나에서 전파를 원하는 특정 방향으로

방사 또는 수신하는 지향성을 가지는 빔을 생성하는 기

술이다. 빔포밍 기술을 철도 무선 통신에 적용함으로써
송신 전력의 크기를 줄이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사
용을 가능하게한다. 또한, 수신 신호 대 잡음비를 증가시
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이버시티 이득
및 빔포밍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테나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기존의 빔포밍 기술은 위상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방

법과 DBF(Digital Beamforming) 안테나를 이용한 방법, 그
리고 ESPAR 안테나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위상배열 안
테나를 이용한 빔포밍 기술은 각 소자 안테나의 급전부

위상을 조정함으로써 빔의 패턴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DBF 안테나는 개별적인안테나의 능동 배열을 이
용하며, 아날로그 단에서 각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지 않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이용하여 아날
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그리고 이 디
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위상 배열 안테나와
DBF 안테나는 많은 수의안테나 소자를 사용하기때문에
RF-체인의 수가 많은 단점이 있다. RF-체인의 수가 많을
수록 소모하는 전력이 커지며, 복잡도가 증가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PAR 안테나가 제안되었다[1]. 
ESPAR 안테나는 다수의 RF-체인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단일 RF-체인을 가지는 능동소자와 능동소자를
둘러싼 기생소자로 구성되며, 기생소자의 리액턴스를 조
절하여 빔의 지향이 가능하다. RF-체인의 수가 적기 때문
에 전력 소모가 적고, 시스템의 복잡도가 작다[2]. 
본 논문에서는 철도 통신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초고

속 통신을위해 3개의소자를 가지는패치형 ESPAR 안테
나 기반의 배열 안테나 구조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신호의 전력이 각 능동소자의 수만큼

나뉘어져 분배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RF-체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 및 하
드웨어 복잡도를 줄일 수 있으며, 배열 구조를 사용하여
빔의 이득을 높임으로써 다이버시티 이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Ⅰ장의 서론에 이어서 Ⅱ장에서 ESPAR 안테나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제안하는 3소자 패
치형 ESPAR 안테나 수직 배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CST MWS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설계한
안테나 구조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성능을 살펴본다. 마지
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낸다.

Ⅱ. ESPAR 안테나

2-1 모노폴 형태의 ESPAR 안테나

본 장에서는 ESPAR(Electronically Steerable Parasitic 
Array Radiator) 안테나에 대해 설명한다. ESPAR 안테나
는 RF-체인을 가지는 한 개의 능동소자와 능동소자 주위
의 기생소자들로 구성된다. 이 기생소자들의 리액턴스를
조절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빔의 지향이 가능하다[2],[3].

ESPAR 안테나는 단 한 개의 RF-체인만을 필요로 한
다. 사용하는 RF-체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안테나에서 소
모하는 전력이 적고, 안테나의 복잡도와 시스템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림 1은 3개의 소자를 가지는 모노폴 형태의 ESPAR 

안테나 구조이다. 중앙에 RF-체인을 가지는 능동소자가
있고, 양 옆으로 2개의 기생소자로 구성된다[4],[5].
그림 1과 같은 3개의 소자를 가지는 모노폴 ESPAR 안

테나의 경우, 빔 패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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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소자 모노폴 ESPAR 안테나
Fig. 1. 3-element monopole ESPAR antenna.
 

    
 (2)

    

         


   cos    cos      (3)
  
식 (1)의 는 ESPAR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빔의

패턴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 (3)의 는 ESPAR 안테나
의 조향 벡터를 나타내며, 식 (2)의 는 안테나의 각 소자

에 흐르는 유도전류 벡터를 나타낸다. ESPAR 안테나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7-8].

  

       (4)
    

 











  

  

   (5)
    

      (6)
    

     (7)
  
식 (4)에서는 능동소자에 급전되는 전압을 의미하며, 

식 (5)의 는 능동소자와 기생소자 간의 상호 임피던스

행렬을 의미한다. 식 (6)의 는 안테나 각 소자의 리액턴

스 값을 나타내며, 는 의 특성 임피던스이다. 

2-2 패치 형태의 ESPAR 안테나

본 절에서는 기존의 모노폴 형태의 ESPAR 안테나 구
조와는 다른 패치형 ESPAR 안테나를 설계한다. 패치형

ESPAR 안테나는 기존의 모노폴 형태의 ESPAR 안테나에
비해 높은 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ESPAR 안테나 구조 기반의 배열 안테나를 설계
할 때, 모노폴 형태의 ESPAR 안테나 구조보다는 패치형
ESPAR 안테나 구조가 확장이 용이하다. 이에 본 절에서
는 패치형 ESPAR 안테나 구조를 설계한다. 
중앙에 RF-체인을 가지는 능동소자가 있으며, 양 옆으

로 2개의 기생소자를 구성하였다. ESPAR 안테나 구조의
기생소자의 리액턴스를 조절하여 빔의 조향이 가능하며, 
리액턴스는 버랙터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조절이 가능하

다. 버랙터 다이오드는 전압에 따라 커패시턴스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를 말한다. 안테나의 급
전은 동축선 급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안테나의 동작 주
파수 대역의 중심을 2.45 GHz에 맞추어 설계를 하였고, 
파장의 길이()는 122.36 mm이다. 그림 2는 3개의 소자
를 가지는 패치형 ESPAR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낸다. 안
테나의 기판은 FR-4로 유전상수( )는 4.3이고, loss tan-
gent는 0.025이다. 안테나 기판의 두께는 4 mm이며, 프로
브 급전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2의 중앙의 능동 패치 소
자의 면에 표시된 점은 동축선 급전점을 나타내며, 양쪽
의 기생 패치 소자의 면에 표시된 점은 임피던스 소자 연

결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능동소자와 기생소자의 간격을
반파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론적으로 배열 안테나의 경

우, 안테나 사이의 mutual coupling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각 안테나 사이의 간격이 반파장 이상이어야 하기 때

문이다. 또한, 능동소자와 기생소자 사이의 간격을 변화
시켜 시뮬레이션 했을 때, S11 시뮬레이션 결과가 최소 반
파장 이상의 간격일 때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은 기생소자의 리액턴스를 인가하지 않은 경우,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의 S11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
Fig. 2. 3-element patch ESPAR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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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의 S11

Fig. 3. S11 of 3-element patch ESPAR antenna.

  
2.45 GHz에서 약 —18.22 dB의 값을 가지며, 동작 대역폭
은 약 93 MHz이다.
그림 4는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의 빔 패턴을 나

타낸다. 기생소자의 리액턴스를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패치 안테나처럼 빔이 방사된다. 빔의 이득은 약 7.3  

  

(a) 빔패턴 - 3D            (b) 빔패턴 - polar 
(a) Beam pattern - 3D       (b) Beam pattern - polar 

그림 4.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의 빔 패턴
Fig. 4. Beam pattern of 3-element patch ESPAR antenna.
 

  

(a) 빔패턴 - 3D            (b) 빔패턴 - polar 
(a) Beam pattern - 3D       (b) Beam pattern - polar 

그림 5.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의 빔 패턴
              

Fig. 5. Beam pattern of 3-element patch ESPAR antenna.   
              .

  

(a) 빔패턴 - 3D            (b) 빔패턴 - polar 
(a) Beam pattern - 3D       (b) Beam pattern - polar 

그림 6.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의 빔 패턴
              

Fig. 6. Beam pattern of 3-element patch ESPAR antenna.
              .
 
dBi이다.
그림 5와 그림 6은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의 지

향된 빔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는   방향으로
빔이 지향되었고, 그림 6은   방향으로 빔이 지향되었
다. 리액턴스를 인가해 주지 않았을 때 빔은 =0°인 방향
으로 빔이 지향이 되었다면 그림 5에서는 phi=180°을 기
준으로 23°, 그림 6에서는 phi=0°를 기준으로 가 23° 기
울어져서 빔이 방사된다. 이처럼 기생소자에 적절한 리액
턴스를 변화시켜 빔의 지향이 가능하다. 또한, 빔의 이득
이 약 7.3 dBi에서 약 8.0 dBi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패치형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

3장에서는 2장에서 설계한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
나를 배열 구조로 구성한다. 그림 7 및 그림 8과 같이 3소
자 패치형 ESPAR 안테나를 2행 그리고 4행으로 구성한
다. 각 행을 구성하는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는 2장

그림 7.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2행)
Fig. 7. Array structure based on 3 elements patch ESPAR 

antenna(2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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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4행)
Fig. 8. Array structure based on 3 elements patch ESPAR 

antenna(4 row).
 
에서 설계한 안테나와 동일하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 D
는 안테나의 행간 거리를 의미한다. 
그림 9는 기존의 배열 안테나의 시스템 구성과 단일

RF-체인을 사용하는 패치형 ESPAR 안테나 배열 시스템
구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빔포밍은
다수의 RF-체인을 사용한다. 각 안테나 소자마다 RF-체
인이 필요하며, RF-체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테나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크고, 시스템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설
계한 ESPAR 안테나를 이용한 배열 구조는 단일 RF-체인
을 사용하며, 전력 분배기를 이용해 전력을 능동소자의
수만큼 나누어 분배해준다. 따라서 전력소모와 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

4장에서는 3장에서 설계한 3개의 소자를 가지는 패치
형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빔 패턴
과 성능을 살펴본다. 시뮬레이션에서 ESPAR 안테나의
리액턴스는      로 똑같이

인가해 주었다. 그리고 표 1은 배열의 수와 안테나의 행
간 거리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
기서 = 122.36 mm이고, 지향각( )은 phi=0일 때, 빔의
조향 각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10에서 그림 13번까
지는 안테나의 3D 빔 패턴을 나타낸다.

(a) 기존 배열 안테나 시스템의 블록도
(a) Conventional array antenna system block diagram

(b) ESPAR 배열 안테나 시스템의 블록도
(b) ESPAR array antenna system block diagram

그림 9. 기존 배열 안테나 시스템 구성도와 패치형 ESP-
AR 배열 안테나 시스템 구성도

Fig. 9. Conventional array antenna system block diagram and 
ESPAR array antenna system block diagram.

 
표 1의 결과에서, 패치형 ESPAR 안테나가 하나 있을

때보다 배열 구조로 구성한 경우, 모두 빔의 이득이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행 구조에서 하나의 패치 ES-
PAR 안테나를 사용할 때보다 안테나 행간 거리에따라서
최소 약 1.75 dBi에서 최대 약 2.83 dBi까지 빔의 이득이
증가하였다. 4행 구조에서는 안테나 행간 거리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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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뮬레이션 결과
Table 1. Simulation result.

D
(mm)

S-parameter
(약 dB)

대역폭

(MHz)
이득

(dBi)
지향각

(°)
1 row - —17 88 7.94 23

2 row

 —14 80 9.69 18

 —18 91 10.77 26

 —15 81 9.73 21

 —18 93 10.57 25

4 row

 —13 80 12.58 19

 —18 91 13.48 28

 —14 83 12.6 20

 —15 80 13.2 26

최소 약 4.64 dBi에서 최대 5.54 dBi까지 빔의 이득이 증
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배열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 소자
간 거리가 일 때 가장 성능이 좋다. 하지만 패치형
ESPAR 안테나를 이용한 배열 구조에서는 안테나 행간
거리가 일 때 빔의 이득과 지향성이 가장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안테나 행간 거리가 일 때, 2행으로 구
성한 경우, 빔의 이득은 약 2.83 dBi 증가하였고, 지향각
도는 26°이며, 4행인 경우 빔의 이득은 약 5.54 dBi 증가
하였으며 지향각도는 28°이다.
그림 10에서 그림 13까지는 2행과 4행으로 구성된 패

치형 ESPAR 안테나 배열의 안테나 행간 거리에 따른 빔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에서 그림 13의 빔 패턴을

   

(a) 2 row                (b) 4 row

그림 10.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의 빔

패턴(D=)
Fig. 10. Array structure based on 3 elements patch ESPAR 

antenna(D=).

   

(a) 2 row                (b) 4 row

그림 11.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의 빔

패턴(D=)
Fig. 11. Array structure based on 3 elements patch ESPAR 

antenna(D=).
  

   

(a) 2 row               (b) 4 row

그림 12.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의 빔

패턴(D= )
Fig. 12. Array structure based on 3 elements patch ESPAR 

antenna(D= ).
 

   

(a) 2 row                (b) 4 row

그림 13.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의 빔

패턴(D=)
Fig. 13. Array structure based on 3 elements patch ESPAR 

antenna(D=).
 
살펴보면 안테나 행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행간 간격이
커질수록 부엽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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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그림 12와 그림 13의 안테나 행간 간격이 1.5 , 2 인

경우, 빔 패턴을 보면 부엽의 크기가 매우 커지는 문제를
확인할수 있다. 빔패턴결과를통해 부엽의크기가작으
면서 빔의 이득과 지향성이 가장 높은 안테나 행간 간격

은 일 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먼저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를 설
계하였다. 그리고 설계한 3소자 패치형 ESPAR 안테나를
기반으로 배열 안테나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안테나의 능
동소자에는 능동소자의 수만큼 전력을 나누어 분배해 주

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기존의 다수의 RF-체인을 사용하
는 배열안테나에 비해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각 안테나의 기생소자에 같은 리액턴스를 인가해 주고

행간 거리에 따라 빔의 이득과 지향성을 비교해본 결과,  
안테나 행간 거리가 일 때 빔의 이득과 지향성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행의 배열의 경우, 안테나 행
간 거리가 일 때 이득이 약 2.83 dBi 증가하였고, 지향
각도는 26°이었다. 4행의 배열의 경우 안테나 행간 거리
가 일 때 약 5.54 dBi 정도 증가하였으며, 지향 각도는
28°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패치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를 이용

해이득과 지향성이 높은빔을생성할수 있었다. 본논문
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좌우의 방향으로의 빔의 조향이

가능한 제한적인 빔포밍이다. 철도 무선 통신환경에서 선
로변에 기지국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직선적인 선로

의 특성상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패치형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를 이용한 좌우 방향의 고이득 빔포밍이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제안하는 안테나 구조를 철도 무
선통신에 적용하여, 고이득 빔포밍을 이용한 고품질, 신
뢰성 있는 철도 통신을 기대해본다. 향후 ESPAR 안테나
의 빔의 이득과 지향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패치 안테

나의 구조의 연구가 필요하며, ESPAR 안테나 배열 구조
에서 생기는 부엽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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