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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역 소형 동축 도파관 급전 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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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a Compact Coaxial Waveguide Feed Horn for Dual Band 

 Sohyeun Yun, Manseok Uhm, Inbok Yom Regular Members

요  약 
본 논문은  반사  안테나를 한 이  역  혼에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반사  안테나의 에 치하는  

혼에 의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해 동축 도  구조를 용하 다. 동축 도 의 내부 역은 높은 주 수 역을 한 원형 

도  TE11 모드가 여기 되도록 하 다. 외부 역은 낮은 주 수 역을 해 사용되고, 동축 TE11 모드는 진행하고 기본 TEM 

모드는 억제되도록 설계하 다. 각각의 여기 모드 생성을 해서는 구조  제약이 따르고, 이는 반사 손실  패턴 성능을 하시킨

다. 본 논문은 용량성  유도성 아이리스를 사용하여 반사 손실을 개선하 다. 한 이  모드에 의한 개선된 패턴 성능을 보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혼 설계는 제작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 다. 

Key Words : coaxial waveguide horn, coaxial TE11, dual band, dual mode horn, focused reflector antenna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study results on a dual band feed horn for the focused reflector. A coaxial waveguide structure is 
attractive to avoid blockage from the feeder. The inner conductor as a hollow waveguide is designed to excite TE11 of a 
circular waveguide for high frequency. For low frequency, the design of the outer coaxial waveguide that propagates coaxial 
TE11 and prevents fundamental TEM is presented. The horn size for generation of these modes results in the degradation 
of performance. The return loss is improved by a capacitive iris and an inductive iris The enhanced pattern symmetry by 
dual mode is presented. The horn design in this paper are verified through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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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반사  안테나는 에 치하는  혼의 소형화

가 필요하다. 특히 이  역에서 동작하기 해 다수의 

 혼이 사용된다면, 의 장애가 커져서 안테나 효율이 

열화된다. 이  역을 한 소형의  구조로  동축 도

 형태는 매우 하다 [1]. 동축 도 의 외부 동축 역

은 낮은 주 수 (C 역)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부 원형 

도  역은 높은 주 수 (Ku 역)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TE11 모드로 여기 되는 동축 도

  혼에 한 구조  설계에 해 기술하 다. 동축 도

 도 의 기본 모드는 TEM 모드이다. 기본 TEM 모드

는 축 방향으로 을 포함하는 도넛 형태의 패턴을 나타내

기 때문에 지향 안테나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TE11 동축 

도  모드는 축 방향으로 지향성을 보일 뿐 아니라, TEM 

모드에 비해 역 특성을 보이며 패턴의 칭성이 우수하

다. 동축 TE11 모드는 패턴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나, 

도 의 크기 제약에 의해 반사 손실 특성이 열화 되는 단

이 있다. 낮은 주 수 역의 반사 손실을 개선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내부 도체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매칭 아이리

스를 활용한 구조를 제안하 다. 최소화된 내부 도체에 의해 

높은 주 수 역의 기 인 특성이 열화되지 않도록 하기 

해 변형된 스크림  혼 (scrimp horn) 설계를 제안하 다. 

최  설계를 통한 이  역 동축 도  혼은 제작  측정

을 통해 성능 검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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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중 대역 혼 안테나 설계 

2.1 높은 주파수 대역 혼 설계

동축 도 의 내부 도체 역을 공기로 채우면 도  

형태가 되고, 이를 높은 주 수 역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내부 도체의 크기는 낮은 주 수 역의 기  특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수 역 간 상호 보완 설계가 이루

어져야 한다. 내부 도체의 크기는 그림 1과 같이 낮은 주

수 역의 진행 모드 [2]  반사 손실을 결정한다 [3]. 이때, 

a는 동축 도 의 내부 도체 크기이고 b 는 외부 도체의 크

기이다. 낮은 주 수 역의 반사 손실 특성을 개선하기 

해서는 내부 도체의 크기는 작게, 외부 도체는 크게 설계해

야 한다.  

그림 1. 동축 도파관의 크기 비에 따른 차단 파수 및 반사 손

실 특성 

내부 도 의 크기는 높은 주 수 역 특성에 향을 

주지 않는 범 에서 최 한 작아야 한다. 하지만, 높은 주

수 역에서 원하는 특성을 얻기 해서는 원형 도 의 주 

모드인 TE11가 진행 할 수 있도록 일정 이상의 크기를 가져

야 한다. 원형 도  TE11가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는 오  엔드 원형 도 이다. Ku 역을 한 원형 도

의 크기는 직경 16 mm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오  엔

드 원형 도 은 개구면 직경이 작기 때문에 이득이 낮고, 

패턴의 칭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크에 의

한 합성 HE11 모드를 구 하거나[4] 개구면의 직경을 확장

하여 TE11 모드와 TM11 모드에 의한 합성 모드를 활용할 

수 있다. 포터  혼 (Potter horn)은 5-8 % 역폭을 가지면, 

터린  혼(Turrin horn)은 12 %의 역폭을 갖는다 [5]. 개구

면 확장을 한 혼의 기울기는 23-30°가 당하다. 터린 혼

과 축 코러게이트를 결한 스크림  혼 [6]은 20 %의 역폭

을 가지며 안테나 패턴 칭성이 가장 우수하다. 내부 도

에 삽입되는 코러게이트의 수를 증가시켜 패턴 칭성을 

개선할 수 있다. 패턴 칭성이 개선된 혼 형태는 개구면 확

장에 의해 낮은 주 수 역의 반사 손실 하시킨다. 내부 

도체의 개구면 확장을 피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스크림  

혼의 코니컬 역을 제외하고 축 코러게이트를 1개만 사용

하여 설계하 다. 기존 스크림  혼과 제안된 혼 형태를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코니컬 역을 계단 구조로 구 하고 최

소의 코러게이트 사용으로 패턴 칭성  반사 손실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 다. 설계된 혼은 표  도 과 물리 인 연

결이 가능하도록 변환기를 포함하고 있다. 

(a)

(b)

그림 2. 높은 주파수 대역을 위한 혼 형태 (a) 일반적인 스크림

프 혼 (b) 제안된 스크림프 혼  

2.2 낮은 주파수 대역 혼 설계

낮은 주 수 역은 동축 도  역에 TE11 모드를 

여기 시켜 축 지향성 패턴을 얻고자 한다. 동축 도  

TE11 모드를 진행시키기 한 차단 수는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1)

내부 역에 도체가 존재하는 한, 그림 1에서와 같이 낮은 

주 수 역의 반사 손실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 동축 도

의 내/외부 도체 크기 비가 1.4 이하이면 반사 손실은 5 dB 

이하가 된다 [3]. 본 논문에서는 반사 손실 개선을 해 매칭 

아이리스를 용하 다. 축 칭의 아이리스는 교차 편  특

성을 열화 시키지 않기 때문에 반사 손실 개선  교  편  

특성 유지가 가능하다. 그림 3은 매칭 아이리스가 삽입된 외

부 동축 도  형태  개선된 반사 손실 특성을 보 다. 내

부 도체에 의한 낮은 주 수 특성을 악하기 해, 높은 주



이중 대역 소형 동축 도파관 급전 혼 설계

111

‐30

‐15

0

15

30

0 30 60 90 120 150 180

dB
 (E

‐p
ln
ae

 v
s.
 H
‐p
la
ne

)

theta (deg.)

Asymmetric level (f=5.41GHz)

b=17 b=19 b=21 b=23 b=25

그림 4. 개구면 확장에 의한 패턴 비대칭성

수 역을 해 제안된 변형 스크림  혼을 내부에 사용하

다. 매칭 아이리스는 용량성 아이리스 1  유도성 아이리

스 2를 한 으로 사용하 다. 원하는 주 수에 공진하는 특

성은 용량성 아이리스 1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역폭  성

능 개선을 해 유도성 아이리스 2를 추가하 다. 한 의 매

칭 아이리스를 통해 10 dB 이상의 반사 손실을 도출하 다. 

(a)  

(b)

   그림 3. 낮은 주파수 대역의 반사 손실 개선 (a) 매칭 아이

리스가 삽입된 동축 도파관 형태 (b) 아이리스에 

의해 개선된 반사 손실 특성 

낮은 주 수 역의  혼 이득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개구면의 확장이 요구된다. 외부 도체의 개구면 확장은 반사 

손실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그림 4에 보인 것과 같이 패턴

의 칭성을 열화 시킨다. 패턴 비 칭성은 동일 측 치

(theta)에서 계면 패턴과 자계면 패턴의 이득 차이로 정의

하 다.  반사 의 모서리 각이 커질수록 비 칭성이 증

된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이  모드를 활용한 터린 혼

을 설계하 다. 

높은 주 수 역을 한 내부 도체를 포함한 최종 형상

은 그림 5와 같다. 낮은 역 혼은 SMA 커넥터로 연결되며 

TE11 도  모드가 동축 TEM 모드로 변환 될 수 있도록 

변환기 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한 동축 도  TEM에 의

한 패턴 열화를 방지하기 하여 각 포트의 신호는 역 상으

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림 5. 이중 대역 동축 도파관 급전 혼 최종 형상 단면 

Ⅲ. 제작 및 측정 결과

높은 주 수 역용 내부  혼과 낮은 주 수 역용 

외부  혼은 그림 6(a)와 그림 6(b)에 나타낸 것처럼 개별

으로 제작하 다. 내부  혼을 외부  혼에 삽입 후 

볼트를 사용하여 조립하 다. 볼트 조립에 의해 내부  외

부 혼의 상 인 치 정렬이 가능하도록 개별 부품은 한 

몸체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혼의 개구면 직경은 60 mm 이고, 

체 길이는 70 mm이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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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6. 최종 설계 혼 형상 단면 (a) 높은 주파수 대역용 내부 

도파관 (b) 낮은 주파수 대역용 외부 도파관 (c) 조립

된 동축 도파관

 

제작된 혼의 Ku 역 반사 손실은 그림 7(a)와 같이 해석

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C 역 반사 손실은 그림 7(b)에 

보인 것과 같이 개별 포트의 특성은 유사하나, 역 상으로 

합성된 결과는 역 내에서 약 3 dB 차이를 보인다. SMA 포

트의 치  SMA 내심의 길이에 의한 제작 오차에 의해 양

쪽 포트의 반사 손실 상이 달라진 것으로 단된다. 본 측

정 결과를 토 로, 추후 비 칭  설계를 통해 개선된 반

사 손실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a)

(b)

 그림 7. 반사 손실 측정결과 (a) 높은 주파수 대역 (b) 낮은 

주파수 대역 

 혼의 패턴은 원역장에서 측정되었고 그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해석과 측정 모두, 계면 패턴과 자계면 패턴이 

유사한 우수한 패턴 칭성을 보이고 있다.  

(a)

(b)

 그림 8. 안테나 방사 패턴 측정결과 (a) 높은 주파수 대역 (b) 

낮은 주파수 대역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형의 이  역  혼을 설계하기 

해 동축 도  구조를 활용하 다. 이  주 수 역에서 

반사 손실  패턴 칭성을 만족시키기 해 변형된 이  

모드 혼 구조를 내부 도 으로 제안하 다. 외부 도 에

는 한 으로 구성된 매칭 아이리스  이  모드를 활용하

여 성능 개선을 수행하 다. 본 논문에 제시된 소형의 이  

역  혼은 제작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었다. 따

라서 본 논문에 의한 소형의 이  역  혼은  반사

 안테나의  혼으로 사용될 수 있고,  혼에 의한 

 장애를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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