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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합성 개구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는 지
상 및 해양을 관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미지의 거리

방향으로의 해상도 향상을 위하여 넓은 대역폭이 요구되

며, 대상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이용한 다중 대역 동작 특성이 요구된다[1]. 
또한, 군사용 레이더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다기능 레
이더(Multi Function Radar: MFR)는 목표 대상의 장거리

탐색을 위한 저주파수 대역과 탐지한 대상의 정확한 추

적을 위한 고주파수 대역의 다중 대역 동작 특성을 요구

한다[2]. 최근에 이러한 다중 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의
개구면을 공유하는 구조를 설계하여 레이더에 사용하는

안테나의 크기와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12].
개구면 공유 안테나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고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패치 안테
나의방사소자사이에저주파수대역에서동작하는 di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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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t 안테나를 배열하는 interlaced 안테나 구조이다[3]∼[5]. 
다른 하나는 저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천공(perfora-
ted)된 패치 안테나의 내부와 외부에 고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패치 안테나 배열을 집적하는 구조이다[6]∼[12].

Interlaced 안테나 구조의 경우, 고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안테나 소자의 좁은 간격 내에 dipole / slot 안테나를 집적
할 수 있다. 따라서 안테나 설계 시 서로 다른 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 대역의 비를 고려하지

않아도되는장점을가진다. 그러나저주파수대역에서동
작하는 dipole / slot 안테나의 대역폭이 고주파수 대역에
서 동작하는 안테나에 비해 대역폭이 제한된다는 단점을

가진다[3]∼[5]. 참고문헌 [5]의 경우, S-대역과 X-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를 설계하여 각각 8.9 %와 17 %의 대역
특성을 가지는 interlaced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개구면을 공유하는 이중대역 안테나를 구현하기 위해

패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 천공된 패치 안테나는 일
반적인 패치 안테나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서로 다른 대

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 소자간의 상호결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전기적으로 소형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마
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두께가 얇고 가벼우며, 프린
트 회로 기술로 제작이 가능하므로 개구면 공유 안테나

설계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13].
천공된 패치를 이용한 개구면 공유 구조를 가지는 안

테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6]∼[12]. 최근에 발
표된 참고논문 [11]의 경우, L-대역과 X-대역에서 동작하
는 안테나를 설계하여 각각 13.0 %와 15.7 %의 대역 특성
을 가지는 개구면 공유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참고논문
[12]의 경우 S-대역과 X-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를 설
계하여 각각 19.8 %와 25.7 %의 광대역 특성을 가지는 개
구면 공유 안테나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안테나
가 프로브 급전 방식을 가지며, 광대역 특성을 얻기 위하
여공기기판(air-substrate)을이용한총 7개의기판을 적층
하였으므로 안테나 설계 시 복잡성이 증가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폼(foam)이나 공기 기판을 이용하지 않

고 Taconic사의 TLY-5(εr =2.2, tanδ=0.0009)를 이용하여
X-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의 상판에 S-대역에서 동작
하는안테나를적층한개구면공유구조를 가지는안테나

를 설계하였다. 또한, 위상 배열 안테나 구현 시 급전 네
트워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X-대역에서 동작하는 안
테나는 개구면 결합 급전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S-대역에
서 동작하는 안테나는 근접 결합 급전 방식을 이용하였

다. 또한, 사용하는 기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X-대
역에서 동작하는 패치안테나는대역폭확장을위해개구

면 공진과 패치 공진 사이의 상호 공진(mutual resonance)
을 이용하여 대역폭을 확장하였다[14]. S-대역에서 동작하
는 안테나는 2×2로 천공된 패치 안테나를 이용하였으며, 
대역폭 확장을 위하여 천공된 패치를 적층하고, 급전부에
임피던스 정합기(Impedance Matching Network: IMN)를 집
적하여 대역폭을 확장하였다[15]. 이와 같은 방법으로 S-대
역과 X-대역에서 동작하는 개구면 공유 패치 안테나를
구현하기 위해 4개의 기판을 사용하여 각 대역에서 20 % 
이상의 대역폭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Ansys사의
HFSS를 이용한 전산모의 결과와 제작한 안테나의 특성
측정 결과를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링 패치

가 적층된 X-대역에서 동작하는 개구면 결합 급전 방식
을 이용한 광대역 패치 안테나의 설계에 대하여 보고한

다. 제 3장에서는 S-대역에서동작하는 근접결합급전방
식을 이용한 2×2로 천공된 광대역 패치 안테나의 설계에
대하여 보고한다. 제 4장에서는 개구면 공유 구조를 가지
는 S / X 이중대역 안테나의 설계에 대하여 보고한다. 마
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링 패치가 적층된 X-대역에서 동작하는

광대역 패치 안테나 설계

본 장에서는 개구면 공유 구조를 가지는 S / X 이중대
역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하여 X-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
나의상판에적층된패치의천공의크기가 X-대역에서동
작하는안테나의입력임피던스특성에미치는영향을분

석하였다. 2×2로 천공된 패치를 이용한 개구면 공유 구조
를 가지는 안테나가 대칭 구조를 가지므로 전체 크기의

1 / 4에 해당하는 안테나를 설계하여 입력 임피던스 특성
을분석하였다. 그림 1은링패치가두층으로적층된개구
면 결합 급전 방식 패치 안테나의 구조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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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두 개의 링 패치가 적층된 개구면 결합 급전 패

치 안테나의 구조도

Fig. 1. Geometry of an aperture coupled patch antenna with 
two stacked ring patches.

그림 1에서 급전 기판의 두께와 유전상수는 과  , 
안테나 기판의 두께와 유전상수는 와 로 나타내었

다. 방사패치는한변의길이가 를가지는정사각형형
태를가진다. 개구면은 ‘H’ 형태를가지며, y축방향으로놓
인 개구면의 길이와 폭을 와 로 나타내었고, x축
방향으로 놓인 개구면의 길이와 폭을 각각 와 로

나타내었다. 개구면으로부터 개방된 한쪽 종단까지 이어
진 스터브의 폭을 로 나타내었고, 개구면으로부터
급전부까지 이어진 마이크로스트립 전송 선로의 폭을

로 나타내었다. 스터브의 개방된 한쪽 종단으로부터
개구면까지 x축과 y축 방향으로 위치한 스터브의 길이를
각각 과 로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개구면 결합 급전 방식을 가지는 안테나의

상판에 링 패치를 두 층으로 적층하였다. 적층한 기판의
두께와 유전상수를 각각 와  , 와 로 나타내었
다. 의 두께를가지는 기판의 상판에위치한 링 패치의
천공은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이고, 의 두께를
가지는 기판의 상판에 위치한 링 패치의 천공은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이다.
그림 1의 구조를 가지며, 개구면과 방사 패치의 상호

공진을 이용하여 상호 공진을 이용하여 광대역 특성을

가지는 안테나를 설계하였다[16]. 표 1은 그림 1의 구조를
가지며, 광대역 특성을가지는 X-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
나의 설계 파라미터를 보인다. 급전 선로의 폭은 약 50 Ω
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급전 선로에서
방사 패치에 전달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

스터브의 폭, 를 급전 선로의 폭, 보다 좁게 설계
하였다[17].
그림 2는 표 1의 설계 파라미터를 가지는 안테나가 여

러 가지 과 를 가지는 경우, 반사 손실과 스미스 도
표에 도시한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보이며, 표 2에 안테
나의 중심 주파수와 대역폭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림 2(a)
와 (b)에서 안테나의 방사 패치와 개구면의 상호 공진으
로 인해 대역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a)와
표 2에서  ( )가 8 mm(9 mm)와 9 mm(10 mm)인 경우, 
대역폭은 각각 5.2 %와 7.2 %로 좁은 대역폭특성을 가졌
다.  ( )가 10 mm(11 mm) 이상인 경우, 20 % 이상의
넓은 대역폭 특성을 가졌다.  ( )가 증가함에 따라 대
역폭이 증가하여  ( )가 13 mm(14 mm)인 경우 가장
넓은 25.6 %의 대역폭을 가졌다. ( )가 13 mm(14 mm)
보다 큰 경우, 대역폭이 감소하여 링 패치를 적층하지 않
은 경우 17.5 %의 대역폭을 가졌다.
그림 2(b)에서 개구면과 방사 패치의 상호 공진으로 원

형 궤적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 )가 8 mm(9 mm)와
9 mm(10 mm)인 경우, 상호 공진을일으키는주파수 영역
의 대부분이 VSWR이 2:1인 원의 바깥에 위치하여 좁은
대역폭 특성을 보인다.  ( )가 증가함에 따라 적

표 1. 그림 1의 구조를 가지는 안테나의 설계 파라미터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an antenna shown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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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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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0.51 3.18 6.6 8.5 0.45 6.5 0.45 1.5 0.7 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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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러 가지 과 를 가지는 안테나의 (a) 반사
손실, (b) 스미스 도표에 도시한 임피던스 특성, 
(c) 정규화 된 입력 저항

Fig. 2. (a) Return loss, (b) impedance characteristics plott-
ed in a Smith chart, and (c) normalized input re-
sistance of patch antennas with various   and  .

층된 링패치와 방사 패치 간의 상호 결합이 감소하여 그

림 2(b)와 표 2에서  ( )가 10 mm(11 mm) 이상인 경우, 

VSWR이 2:1인 원의 안쪽에 상호 공진 영역이 위치하여
넓은 대역폭 특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c)에
서  ( )가 증가함에 따라 적층된 링 패치의 공진 주파

수가 감소하여 최대 입력 저항을 가지는 주파수가 감소

함을볼 수 있다[18]. 또한,  ( )가 증가함에 따라 적층된
링 패치와 방사 패치 간의 상호 결합이 감소함에 따라 50 
Ω으로 정규화된 입력저항이 1 근처의값을가지는 주파
수 영역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과 표 2에서두 층으로적층된링 패치의천공의

크기는 본논문의 3장에서설계하는 S-대역에서동작하는 
2×2로 천공된 패치 안테나의 천공의 크기를 나타낸다. 표
2에서  ( )가 증가할수록 대역폭이 증가하여  ( )가
10 mm(11 mm) 이상인 경우 20 % 이상의 대역폭을 가진
다. 또한, S-대역에서 동작하는 2×2로 천공된 패치 안테나
의 대역폭이 넓은 특성을 가지기 위해 작은 천공의 크기

가 요구된다. 따라서 그림 2와 표 2에서  ( )가 10 
mm(11 mm)인 경우,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대역폭 20 
% 이상을 만족하며 S-대역에서도 넓은 대역폭 특성을 가
지기 위해 적합한 가장 작은 천공의 크기로 보인다.
그림 3은 표 1의 설계 파라미터를 가지는 안테나에서
이 10 mm인 경우, 에 따른 반사 손실과 스미스도표

표 2. 여러 가지 과 를 가지는 안테나의 중심주파

수와 대역폭

Table 2. Resonant frequency and bandwidth of patch ante-
nnas with various   and  .


[mm]


[mm]

중심 주파수

[GHz]
대역폭

[%]
8 9 11.0 5.2
9 10 10.8 7.2
10 11 10.1 20.4
11 12 9.8 24.5
12 13 9.5 25.5
13 14 9.4 25.6
14 15 9.3 23.9

Without ring 9.7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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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 10 mm인 경우, 여러 가지 를 가지는 안
테나의 (a) 반사 손실, (b) 스미스 도표에 도시한
임피던스 특성, (c) 정규화 된 입력 저항

Fig. 3. (a) Return loss and (b) impedance characteristics plo-
tted in a Smith chart, and (c) normalized input 
resistance of patch antennas with various   for 
=10 mm.

에 도시한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보이며, 표 3에 안테나
의 중심 주파수와대역폭특성을 정리하였다. 그림 3(a)와
(b)에서 안테나의 방사 패치와 개구면의 상호 공진으로
인해 대역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a)와 표
3에서 가 7 mm와 9 mm인경우, 대역폭은각각 4.3 %와 
6.3 %로 좁은 대역폭 특성을 가졌다. 가 11 mm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 20 % 이상의 대역폭 특성을 가졌다.
그림 3(b)에서 개구면과 방사 패치의 상호 공진으로 원

형궤적이발생함을볼수있다. 가 11 mm보다작은경
우, 상호공진을일으키는주파수영역의대부분이 VSWR
이 2:1인 원 바깥에 위치하여 좁은 대역폭 특성을 나타낸
다. 가 증가함에 따라 적층된 링 패치와 방사 패치 간
의 상호 결합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그림 3(b)와 표 3에서
가 11 mm보다 큰 경우 상호 공진 영역이 VSWR이 2:1
인 원의 안쪽에 위치하게 되어 넓은 대역폭 특성을 가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c)에서 가 증가함에 따라
적층된 링 패치의 공진 주파수가 감소하여 최대 입력 저

항을 가지는 주파수가 감소하고 50 Ω으로 정규화된 입력
저항이 1 근처의값을가지는 주파수 영역이 증가함을볼
수 있다.

Ⅲ. 2×2로 천공된 패치가 적층된 S-대역에서 

동작하는 2×2로 천공된 패치 안테나 설계

그림 4는 임피던스 정합기가 집적된근접결합급전 방
식을 이용한 2×2로 천공된 패치 안테나에 대역폭을 확장

표 3. 이 10 mm인 경우, 여러 가지 를 가지는 안테
나의 중심주파수 및 대역폭

Table 3. Resonant frequency and bandwidth of patch ante-
nnas with various   for =10 mm.


[mm]

중심 주파수

[GHz]
대역폭

[%]

7 10.9 4.3
9 10.7 6.3
11 10.0 20.4
13 9.8 23.0
15 9.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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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근접 결합 급전 방식을 이용한 2×2로 천공된 패
치 안테나에 2×2로 천공된 패치를 적층한 구조도

Fig. 4. Geometry of a proximity coupled 2×2 perforated pat-
ch antenna with a stacked 2×2 perforated patch.

하기 위하여 2×2로 천공된 패치를 적층한 구조도를 보인
다. 여기서 두께가 각각  ,  , 를 가지는 기판은 그
림 1의 구조를 가지는 안테나의 두께가 각각  ,  , 
인 기판과 동일하다. 적층 기판의 두께와 유전상수는 
와  , 안테나 기판의 두께와 유전상수는 와  , 급
전 기판의두께와 유전상수는 와 로 나타내었다. 적
층된 패치의 길이와 폭을 으로 나타내었으며, 안테나
패치의 길이와폭을 로나타내었다. 적층된패치와안
테나 패치는 모두 2×2로 천공되었으며, 천공은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과 를 가지는 정사각형 형태를 가진다. 
천공의 중심 간의 거리는 모두 로 동일하며, 패치의 중
심으로부터 x축과 y축방향으로 각각   만큼의거리에
위치하였다. 근접 결합 급전 선로의 폭은 로 나타내
었으며, 방사 패치의 한쪽 종단으로부터 급전 선로의 개
방된 스터브까지의 길이를  , 한쪽 종단에서 폭이 
로 유지되는 반대 방향의 길이를 으로나타내었다. 외
부에서 SMA 커넥터를 이용하여 급전이 이루어지므로 급
전 기판은 안테나 기판보다 y축 방향의 길이를 더 길게
설계하였다. 근접 결합 급전 선로가 SMA 커넥터의 접지

면에 단락되지 않도록 SMA 커넥터와 접합되는 근접 결
합 급전 선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은 점차 좁아지도록

설계하였으며, 이 구간의 길이를 로 나타내었다.
표 4는 그림 4의 구조를 가지며, S-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의 설계 파라미터를 보인다. 그림 4에서 근접 결합
급전 선로는 본논문의 4장에서 설계하는 개구면공유구
조를 가지는 안테나에서 2×2로 천공된 패치의 중심에 위
치하는 X-대역에서 동작하는 패치 안테나와 동일 평면상
에 놓인다. 근접 결합 급전 선로가 50 Ω의 특성 임피던스
를 가지는 경우, 선로의 폭이 약 9.4 mm로 매우 넓은 폭
을 가진다. 이 경우, 근접 결합 급전 선로가 X-대역에서
동작하는 패치 안테나와 단락된다. 따라서 S-대역에서 동
작하는 안테나의 근접 결합 급전 선로와 패치와 X-대역
에서 동작하는 패치 안테나 간의 거리가 충분한 간격을

가지도록 근접결합 급전 선로가약 100 Ω의특성 임피던
스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접지면의 크기는 90 mm × 90 
mm(λ0 × λ0)로 설계하였다.
그림 5는 표 4의 설계 파라미터를 가지는 안테나가 여

러 가지 을 가지는 경우, 안테나의 반사 손실과 스미
스 도표에 도시한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보인다. 표 5에
안테나의 중심 주파수와 대역폭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림
5(a)와 (b)에서 적층된 패치로 인해 상호 공진 현상이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b)에서 이 증가할수
록 인덕턴스 성분이 증가하며, 상호 공진 현상을 나타내
는 원형 임피던스 궤적의 위치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함

을 볼 수 있다. 그림 5(a)와 표 5에서 이 17 mm인 경
우 가장 넓은 16.6 %의 대역폭 특성을 보였다.
그림 6은 그림 4의 구조를 가지는 안테나에서 대역폭

확장을 위해 근접 결합 급전 선로와 SMA 커넥터 사이에
임피던스 정합기를 집적한 안테나의 구조도를 보인다[15].

표 4. 그림 4의 구조를 가지는 안테나의 설계 파라미터
Table 4. Design parameters of an antenna shown in Fig. 4.

, 
, 


[mm]

 
[mm]

 
[mm]


[mm]

 
[mm]

 
[mm]

 
[mm]

 
[mm]

 
[mm]

3.18 25.5 24.6 2.7 34.25 3 14.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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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4에 보인 안테나가 여러 가지 을 가지
는 경우 (a) 반사 손실과 (b) 스미스 도표에 도시
한 임피던스 특성

Fig. 5. (a) Return loss and (b) impedance characteristics plo-
tted in a Smith chart of patch antennas shown in 
fig. 4 with various  .

표 5. 그림 4에 보인 안테나가 여러 가지 을 가지는
경우, 안테나의 중심 주파수 및 대역폭

Table 5. Resonant frequency and bandwidth of antennas sh-
own in Fig. 4 with various  .

∆
[mm]

중심 주파수

[GHz]
대역폭

[%]
5 - -
9 - -
13 - -
17 3.1 16.6
21 - -

그림 6. 그림 4의 구조에 임피던스 정합기가 집적된 안

테나의 구조도

Fig. 6. Geometry of an antenna shown in Fig. 4 with an 
integrated impedance matching network.

임피던스 정합기의 길이와 폭을 각각 와 로 나타내

었다. 표 4의 설계 파라미터를 가지며, 그림 5(b)에서 상
호 공진 현상을 보이는 원형 궤적의 크기가 작은 이

9 mm인 안테나에 임피던스 정합기를 집적하였다.
그림 7은 그림 6의 구조를 가지며, 표 4의 설계 파라미

터를 이용한 안테나가 이 9 mm인 경우 에 따른 안
테나의 반사 손실과 스미스 도표에 도시한 입력 임피던

스 특성을 보인다. 임피던스 정합기의 폭은 약 150 Ω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는 1 mm로 설계하였다[15]. 가 0 
mm인 경우는 임피던스 정합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7(b)에서 의길이가증가함에 따라 안테
나의 상호 공진 영역의 크기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주로
인덕턴스성분이 증가함을볼 수있다. 그림 7과표 6에서
가 5 mm인 경우, 가장 넓은 19.6 %의 대역폭 특성을
얻었다. 그림 6의 구조를 가지며, 가장 넓은 대역폭 특성
을 가지는 안테나의 설계 파라미터를 표 6에 보인다.

Ⅳ. 개구면 공유 구조를 가지는 S- / X-대역 패치 

안테나 제작 및 측정

본 장에서는 제 2장에서 보인 X-대역에서 동작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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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그림 6의 구조를 가지며, 가장 넓은 대역폭 특성

을 가지는 안테나의 설계 파라미터

Table 6. Design parameters of an antenna shown in Fig. 6 
for the widest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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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표 4의 설계 파라미터를 이용한 안테나가 
이 9 mm인 경우 에 따른 안테나의 (a) 반사
손실과 (b) 스미스 도표에 도시한 임피던스 특성

Fig. 7. (a) Return loss and (b) impedance characteristics plo-
tted in a Smith chart of patch antennas with design 
parameters shown in table 4 with =9 mm for 
various  .

테나와 제 3장에서 보인 S-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의
설계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개구면 공유 구조를 가지는

안테나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8은 Ansys사의 HFSS를 이용하여 설계한 개구면

공유 구조를 가지며, S- / X-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의
구조도를 보인다. X-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는 표 1의
설계 파라미터를 가지며, 2×2로 배열하였다. 교차 편파
억제 비(Cross-Polarization Suppression Ratio: CPSR)를 향
상시키기 위하여 y축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에 대칭으
로 급전된 1×2 배열 안테나의 급전 위상이 180° 차이가
나도록 1×2 배열 안테나를급전하는 급전 선로의 길이 차
가 λ/2가 되도록 설계하였다[19]. 그림 8에서 50 Ω 전송선

로는 표 1의 와 동일한 폭을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λ/4-파장 변환기는 약 30 Ω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며, 
폭과길이를 각각 3 mm와 6 mm로설계하였다. 표 6의 설
계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S-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대역 간의 격리도 향상을 위하여 S-대역 안
테나에 급전하는 선로의 위치가 X-대역 안테나에 급전하
는 선로의 위치와 직교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8의 구조
를가지며, 표 1과 6의설계 파라미터를가지는 개구면공
유 안테나를 제작한 사진을 그림 9에 보인다.
그림 9에 보이는 제작된 안테나의 전산모의 및 측정된

그림 8. 개구면 공유 구조를 가지며, S / X 이중 대역에

서 동작하는 패치 안테나의 구조도

Fig. 8. Geometry of a S / X dual-band patch antenna with 
shared apertu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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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그림 8의 구조를 가지며 표 1과 6의 설계 파라
미터를 가지는 개구면 공유 안테나를 제작한 사

진. (a) 윗면도와 (b) 밑면도
Fig. 9.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antenna shown in Fig. 

8 with the design parameters in Tables 1 and 5. 
(a) top side and (b) bottom side.

X-대역에서의 반사 손실과 대역 간 격리 특성을 그림 10
에 보인다. 측정 결과를 보면 8.16 GHz에서 11 GHz까지
정합된 임피던스 특성을 가져 약 29 %의 넓은 대역폭 특
성을 가진다. 대역 간 격리도는 대역폭 내에서 40 dB 이
상의 매우 큰 격리 특성을 가진다.
그림 9에 보이는 안테나를 여러 가지 주파수에서 전산

모의및 측정한방사 패턴을그림 11에보인다. 방사패턴
에 대한 전산모의 결과와 측정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함을

볼수 있다. 그림 11에서안테나의 동일편파 이득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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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그림 9에 보이는 이중 대역 안테나의 X-대역에
서 전산모의 및 측정된 반사 손실과 대역 간

격리 특성

Fig. 10. Simulated and measured return loss and isolation bet- 
ween S- and X-band in X-band of the dual-band 
antenna shown in Fig. 9.

주파수인 9.2 GHz에서 8.7 dBi를 가지며, 20 % 대역폭 내
에서 최소 7.5 dBi의 이득 특성을 가졌다. 그림 8에서 X-
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의 상부와 하부에 급전하는 전

송 선로의 길이 차가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λ/2의 경
로 차이를 가지도록 설계하여 대역폭 내에서 다소 이득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역폭 내에서 3 dB 빔 폭
은 E-평면에서 최대 65°와 최소 52°를 가지며, H-평면에
서 최대 44°와 최소 32°를 가진다. 3 dB 빔 폭 내에서 교
차 편파 억제 비는 약 25 dB 이상의 특성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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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11. 그림 9에 보이는 안테나의 X-대역에서의 전산

모의 및 측정한 E- / H-평면 방사 패턴. (a) 8.3
GHz, (b) 9.2 GHz, (c) 10.1 GHz

Fig. 11. Simulated and measured E- / H-plane radiation pa-
tterns in X-band of the dual-band antenna shown 
in Fig. 9. (a) 8.3 GHz, (b) 9.2 GHz, (c) 10.1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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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 보이는 제작된 안테나의 전산모의 및 측정된
S-대역에서의 반사 손실과 대역 간 격리 특성을 그림 12
에 보인다. 전산모의 결과와 측정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함
을볼수있다. 측정된결과를보면 3 GHz를중심으로 20.7 
%의 넓은 대역폭 특성을 가진다. 대역 간 격리도는 대역
폭 내에서 23 dB 이상의 격리 특성을 가진다.
그림 9에 보이는 안테나를 여러 가지 주파수에서 전산

모의및 측정한방사 패턴을그림 13에보인다. 그림 13에
서 안테나의 동일 편파 이득은 대역폭 내에서 최대 5.3 
dBi와 최소 5.0 dBi로 비슷한 크기를 가진다. 3 dB 빔 폭
은 E-평면에서 최대 120°와 최소 60°를 가지며, H-평면에
서 최대 98°와 최소 80°를 가진다. 3 dB 빔 폭 내에서 교
차 편파 억제 비는 약 15 dB 이상의 특성을 가졌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구면 공유 구조를 가지며, S-대역과
X-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를 제작하고, 특성을 측정하
였다. 제작된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고, 구조를 단순화하
기 위하여 4 개의 기판을 사용하였다. 또한, 배열 안테나
제작을 염두에 두고 X-대역 동작을 위해서는 개구면 결
합 급전 방식을 S-대역 동작을 위해서는 근접 결합 급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2.0 2.5 3.0 3.5 4.0
-60

-50

-40

-30

-20

-10

0

Sim.            Mea.
 SSS    SSS

 SSX    SSX

S
-p

ar
am

et
er

s 
[d

B
]

Frequency [GHz]

그림 12. 그림 9에 보이는 안테나의 S-대역에서의 전산모
의 및 측정된 반사 손실과 대역 간 격리 특성

Fig. 12. Simulated and measured return loss and isolation bet- 
ween S- and X-band in S-band of the dual-band 
antenna shown in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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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그림 9에 보이는 안테나의 S-대역에서의 전산모
의 및 측정한 E- / H-평면 방사 패턴.

Fig. 13. Simulated and measured E- / H-plane radiation patterns 
in S-band of the dual-band antenna shown in Fig. 9.

X-대역에서 동작하는 패치 안테나는 방사 패치와 개구
면 간의 상호 공진을 이용하여 광대역 특성을 얻었다. 설
계한 안테나를 2×2로 배열하였으며, 교차 편파 억제 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pair-wise 및 anti-phase 급전 방식을 적용
하였다. 그 결과, 20 % 이상의 대역폭과 25 dB 이상의 교
차 편파 억제 비 특성을 얻었다.

S-대역에서 동작하는 패치 안테나는 개구면 공유 구조
를 구현하기 위해 2×2로 천공된 패치를 가진다. 안테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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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확장을 위해 2×2로 천공된 패치를 적층하였다. 안
테나의 대역폭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급전 선로에 임피

던스 정합기를 집적하여 20 %의 대역폭 특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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