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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광역성과 고효율을 장점으로 하는 위성 통신 기술의 진화함에 따라, 위성 간의 간격과 주파수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위성방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하나의 리플렉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수

의 이전 수신 채널을 유지하면서 여러 위성으로 부터 여러 대역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들로부터 전송되는 Ku band (12 ~ 18GHz) 와 Ka band (18 ~ 30GHz) 위성 신호

가 반사체를 통해 반사되어 유입될 때, 단일체로 구성된 3개의 피드 혼을 통합한 하나의 피드 혼으로 구성된 안테나

를 제안한다. 안테나 설계 및 특성 시뮬레이션은 상용 프로그램인 TICRA사의 CHAMP와 CST社의 Microwave 
Studio를 사용하였다. 제작한 안테나는 Ku band 대역과 Ka band 대역에서 각각 -10 dB 이하, 40 dBi 이상의 반사손실 

특성과 안테나 이득을 나타내었다.

ABSTRACT

As satellite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high efficiency and spatiality evolves, demands of customer for efficient 
and effective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s are increasing due to interval reduction of the between satellites, and the 
limited radio-frequency spectrum resources. Recently, research on antenna that it possible to simultaneously receive 
multiple signal from various satellites while holding maintain the same number of previous reception channels by using 
the single reflector has been ongoing.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simultaneously receive signals from various satellites 
in order to maintain the same number of previous reception channels. We suggest a multiband antenna which can be 
simultaneously and independently receiving Ku band and Ka band satellite broadcasting signals transmitted by three 
adjacent satellites. We have designed and simulated using commercial design tools TICRA CHAMP and CST MWS to 
meet the target specifications. It appears that the antenna has -10 dB return loss, and more than 40 dBi directivity gain 
in Ku band and Ka ban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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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활의 이동성과 편의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 사

회에서 유·무선 방송통신 서비스의 영역은 날로 확대되

어 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품

질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제공

받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위성 통신 

서비스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었

다[1]. 
디지털 위성 방송 서비스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

한 수단으로 방송위성과 통신위성을 이용함으로써 신

속성과 효율성, 광대역성을 장점으로 보다 많은 정보와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방송 통신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이다. 특히, 기존의 아

날로그 방송이 갖고 있던 시청각적 품질 열화 및 난시청, 
전파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대안이기도 하다[2]. 

위성방송 서비스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사용

량의 증가로 인해 요구되는 데이터 용량이 증가함에 따

라 위성 간의 간격과 주파수 자원의 한계라는 제약과 동

일 채널 및 인접 채널의 간섭으로 인해 위성으로부터 제

공되는 채널의 개수도 감소하게 되었다[3]. 
위성수신안테나는 리플렉터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는

데, 동시에 두 대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의 주파수 대역 별로 별도의 수신용 안테나 시스템이 필

요하게 된다. 두 대역 서비스를 위해 안테나 2개를 사용

하면 공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안테나 분야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동안 각 국가 별 

위성 안테나 시스템 기술 관련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47.9%, 한국 19.4%, 유럽 17.5%, 일본이 15.1%로 

위성 안테나 시스템 관련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최근 하나의 리플렉터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방향에

서 오는 여러 대역의 신호를 동시에 독립적으로 수신함

으로서 고품질 위성 통신 및 위성 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중 대역 안테나에 대한 제품 개발을 위해 국

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5]. 
위성 TV 안테나의 상용품으로는 DIRECTV®의 HD 

및 SD급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세 개의 주요 위성의 Ku 
band 대역 10.7 ~ 12.75 GHz와 Ka band 대역 18.3 ~ 20.2 
GHz의 위성 신호를 동시에 수신이 가능한 KVH社의 

TracVision HD11과 SeaTel사의 100 TVHD 다중 대역 

안테나 시스템이 출시된 바 있다 [6, 7]. 
본 논문에서는 종전의 안테나의 수를 별도로 늘릴 필

요 없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Ku band와 Ka band의 

위성 신호들을 하나의 안테나를 통해 동시에 수신함으

로써 이전보다 공간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동시에 수신 채널의 수와 안테나의 효율을 유지

할 수 있는 다중 대역 안테나를 설계하고자 한다.

Ⅱ. 안테나 설계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의 위성들로부터 Ku / 
Ka 대역 위성 TV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다중 대역 안테

나를 설계하기 위해 앞서 보인 현재 출시된 상용제품과 

동등한 성능 수준 이상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안테나 하나로 동시에 1개의 Ku 대역 

위성 신호와 2개의 Ka 대역 위성 신호가 반사체를 통해 

반사되어 유입될 때 하나의 리플렉터에 단일체로 구성

된 3개의 피드 혼을 통합한 하나의 피드 혼으로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를 설계하고자 한다.

Fig. 1 Optimal beam tilt angle of Multi band antenna

인접한 Ka / Ku band 위성 간의 빔 경사각과 반사판

과 피드 혼 사이의 초점 간격을 이용하여 Ku band 피드 

혼은 중앙에 위치시키고, 메인 리플렉터의 수직 방향으

로 2개의 Ka band의 메인 빔은 약 2.23°의 경사각을 갖

도록 설계한다. 
안테나는 Ring Focus Dual Reflector 구조로 10 ~ 13 

GHz, 18 ~ 21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다중 대역 특성

을 가진 Ring Focus Type의 피드 혼과 메인 리플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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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리플렉터로 구성되며, 기본적인 안테나의 주요 설

계 기준은 표 1과 같다.

Item Description

Diameter less or equal to 1 m

Frequency range 
Ku band : 10.7 – 12.75 GHz

Ka band : 18.3 – 20.20 GHz

Directivity gain equal or exceed to 37 dBi

Table. 1 Main specifications 

안테나 설계의 첫 번째 단계로 3개의 위성 신호를 수

신하는 각각의 독립된 피드 혼을 일체형으로 구현하기 

위해 위성 간 빔 경사각을 분석한 다음 메인 리플렉터의 

F / D (F: Focal length, D: Diameter)와 Half angle을 변

수로 하는 2개의 Ka band와 1개의 ku band 안테나를 설

계하여 지향성 이득 특성을 시뮬레이션 통해 안테나의 

성능 규격 만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음 단계로 인접한 위성 간의 경사각에 부합되는 

Offset 값을 확보하기 위해 최적화 된 Single Ka / Ku 
band 안테나 피드 혼의 위치를 메인 리플렉터, 서브 리

플렉터 사이에서 변경해 가며 설계 과정을 반복하고, 초
점 거리를 최적화하여 다중대역 안테나를 설계한다. 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을 함으로써 최종 설계를 

완료하였다. 메인 리플렉터와 서브 리플렉터 크기는 동

등 수준의 성능을 가진 상용화된 안테나 제원을 기준으

로 하였다. 무게 중심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F/D를 

0.45로 하였으며, 따라서 최종 반사판의 크기는 1,090 
mm로 하였다. 서브 리플렉터는 전자파의 입사각과 반

사각이 최소가 되도록 평면형 구조를 지향하였으며 크

기는 지름이185mm인 원형의 형태로 메인 리플렉터와 

대칭이 되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구성하였다.

2.1. Single Ka band 안테나 설계

북미의 DIRECTV社의 HD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 

중 Ka band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대

상으로 99°W와 103°W의 위성 간격을 Simulation 하여 

평균 경사각을 분석하였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권장하는 위성 간 최소 간격은 2°이며

[8], 근사적으로 99°W와 103°W의 간격이 약 2°임을 확

인하였다. 표 2는 인접 위성들이 평균 약 2.2319° 간격을 

두고 있음을 검증한 Simulation 결과이다. 

Location 99 – 101° 101° - 103° Average

Boston 2.2432 2.2451 2.24415

Seattle 2.3032 2.2962 2.29970

Irvine 2.2093 2.1961 2.20270

Miami 2.1760 2.1863 2.18115

Table. 2 Physical proximity between adjacent satellites

안테나 메인 리플렉터 중심축에 위치한 2개의 단일 

대역 Ka band 안테나의 피드 혼이 다중 대역 안테나에

서 지향성을 갖도록 TICRA CHAMP로 설계 후 서로 다

른 2개의 Ka band 위성 신호 수신을 위한 다중 빔 Ka 
band 안테나를 구현하기 위해 CST MWS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Simulation 하였다.
Ka band 위성 99°W와 103°W의 간격 2.2319°와 근접

한 빔 경사각을 갖는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해 각각의 

Single Ka band 피드 혼을 메인 리플렉터의 중심축에서 

외부 방향으로 25.2 mm의 offset 값을 설정하여 빔 경사

각을 2.23°로 최적화 하였다.
2개의 단일 대역 Ka band 피드 혼과 서브 리플렉터 

거리를 50 mm 간격으로 방사 패턴 Simulation 결과 이

격 거리 100 mm에서 2.23°의 경사각을 만족하며 18.5 
GHz ~ 19.9 GHz에서 44 dBi 지향성 이득을 갖는 2개의 

다중 빔 Ka band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
은 최적화 된 2개의 Single Ka band 안테나 설계 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4와 그림 5는 설계 모형 안테나의 설계 

시 방사패턴 Simulation 결과이다.

Fig. 2 Shape of Ka band antenn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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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ape of Ka band antenna (R)

Fig. 4 Radiation pattern of Ka band antenna (L)

Fig. 5 Radiation pattern of Ka band antenna (R)

18.3 ~ 18.8 GHz, 19.7 ~ 20.2 GHz 주파수 대역 구간

에서 2개의 Ka band 안테나의 지향성과 반사손실에 대

한 Simulation 결과를 그림 6, 그림 7에 나타내었다.

Fig. 6 Axis directivity of designed Ka band antenna

Fig. 7 Return loss of designed Ka band antenna

2.2. Single Ku band 안테나 설계

안테나 사이즈에 따른 이득과 대역폭에 대한 특성을 

그림 8,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Ka band 안테

나의 지향성과 이득은 비교적 지름이 큰 Ku band 안테

나 보다 이득과 대역폭 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Fig. 8 Gain comparison with antenna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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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3-dB bandwidth comparison with antenna size

따라서 다중 대역 안테나 메인 리플렉터 중간 지점에 

배치되는 Single Ku band 피드 혼은 구조적으로 2 중 Ka 
band 피드 혼과 일체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다 나은 

효율과 지향성 이득을 위해 메인 리플렉터에 경면 수정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안테나 설계 프로그램 

TICRA CHAMP의 Optimization 기능을 이용하여 메인 

리플렉터의 곡면을 그림 10과 같이 수정 곡면(Shaped 
surface)으로 설계하여 이득과 사이드로브 특성을 만족

하도록 하였다.

Fig. 10 Main reflector shaping

그림 11, 그림 12는 설계된 Ku band 안테나의 지향성

과 반사손실을 측정한 결과이다. 10.7 ~ 12.25 GHz 대역 

내 지향성은 40.3 dBi 이상으로 약 3 dB의 Margin, 반사

손실은 13 dBi 이상으로 위성 안테나의 기준 성능을 만

족하였다.
Ku band 안테나의 피드 혼의 경우 다중 대역 안테나

의 메인 리플렉터 중앙에 수직인 방향에 위치하므로 Ka 
band 안테나 설계 시 인접 위성들 간의 빔 경사각에 대

한 피드 혼의 최적화 작업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Fig. 11 Directivity of designed single Ku band antenna

Fig. 12 Return loss of designed single Ku band antenna

2.3. Ku/Ka Multi band 안테나 설계

최적화 된 2중 Ka band 안테나와 Ku band 안테나를 

CST Microwave studio를 사용하여 일체형으로 설계하

였다. Multi band 안테나의 피드 혼으로 최적화하기 위

해 서브 리플렉터 방향으로 Ka band 피드 혼은 9 ~ 11 
mm, Ku band 피드 혼은 3 ~ 10 mm 근접하여 지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다중 Ka band 피
드 혼은 Single Ka band 설계 결과와 동일하게 서브 리

플렉터와의 간격이 100 mm일 때 평균 43.75 dB의 지향

성과 빔 경사각 2.23°을 만족하였다. 초점거리를 10 mm
로 tuning 하기 전에 비해 18.55 GHz에서 약 1.55 dB 지
향성이 개선되었고, 빔 경사각도 약 0.18° 이동시킨 후

에 2.2319°로 최적화 되었다. 그림 15와 같이 Ku band 
피드 혼은 서브 리플렉터와 간격이 6.5 mm일 때 12.5 
GHz에서 기존 대비 약 2.15 dB 지향성이 개선되었다. 
그림 16은 Ka / Ku band 대역에서 다중 대역 특성을 갖

는 설계된 안테나 모형이다.



빔 틸트를 이용한 위성 방송 수신용 다중 대역 안테나 설계 및 구현

323

Fig. 13 Ka band feed horn focus tuning (R)

Fig. 14 Ka band feed horn focus tuning (L)

Fig. 15 Ku band feed horn focus tuning

Fig. 16 Shape of designed multi band antenna

Ⅲ. 안테나 실험 및 측정

3.1. 원거리 방사 패턴 측정

본 논문에서의 원거리 방사패턴 시험은 제작된 안테

나의 메인 리플렉터와 다중 대역 피드 혼의 초점 거리를 

변경해 가며 angle 범위를 -10 ~ 10°로 움직일 때 150 m 
떨어진 소스 안테나에 연결된 신호발생기를 통해 방사

되는 Ka/Ku band 의 송신신호에 대한 수신 이득을 측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Test 구성 제원은 그림 17과 

같다. 

Fig. 17 Far field test configuration

그림 18, 19는 Ka band 18.55 GHz 와 19.95 GHz 대역

에서 다중 대역 안테나의 방사패턴 결과를 나타낸다. Ka 
band 주파수에서 안테나의 메인 리플렉터와 다중 대역 

피드 혼의 초점 거리 간격이 32 mm일 때 40 dBi 이상의 

이득을 확인하였다. 두 개의 Ka band 피드 혼 사이의 경

사각도 각각 4.44° ~ 4.60°로 인접한 정지궤도 위성들 간

의 간격인 2.232°와 가장 근접한 빔 경사각으로 최적화

되었다.

Fig. 18 Far-field radiation pattern (f =18.55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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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Far-field radiation pattern (f =19.55GHz)

Ku band 주파수 12.5 GHz에서 방사패턴의 결과를 그

림 20에 나타내었다. 앞서 측정한 Ka band와 동일한 초

점 거리인 32 mm일 때 40 dBi 이상의 이득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0 Far-field radiation pattern (f =12.50GHz)

3.2. 위성 방송 신호 품질 측정

다중 대역 안테나의 Ku band 위성 신호 수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동경 116°E에 위치한 국내 정지궤도 위

성인 무궁화6호(11,747 –12,730 MHz)의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반송파 대 잡음 비(CNR)를 측정하였다. 표 3
과 같이 CNR은 평균 29.48 dB로 기준치 보다 약 4 dB 
이상의 높은 수신 성능을 확인 하였다.

Table. 3 C/N measured result for Koreasat6

Transponder 1 2 3 4 5 6

C/N[dB] 28.76 29.74 29.41 29.92 30.27 29.80

Ku/Ka band 피드 혼과 리플렉터의 초점거리가 최적

화 된 다중 대역 안테나의 위성 신호수신 성능을 확인을 

위해 그림 21과 같이 구성 하였다. 

Details
99.2°W 

(Ka-band) 101°W 
(Ku-band)

103°W 
(Ka-band)

(cb) (ca) (cb) (ca)

1
Sample 79.6% 86.2% 95.4% 80.3% 81.6% 

Product 68.6% 75.4% 94.6% 71.6% 72.4%

2
Sample 75.1% 82.8% 96.9% 77.9% 82.7%

Product 68.2% 74.4% 95.5% 67.3% 72.8%

Table. 4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Fig. 21 Test configuration for signal quality measurement

디지털 위성 방송용 수신기인 Set-top box를 연결하

여 수신기를 통해 제공되는 방송 채널의 수신 강도 및 

신호 품질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TV 수신 신호 품질 측

정을 2회 실시 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제작

된 다중대역 안테나의 위성 신호 수신 품질은 기존 상용 

제품 대비 Ku band 위성 101°W에서 최대 1.4 %, Ka 
band 위성 99°W와 103°W에서 각각 최대 11 %, 1.2 % 
로 향상되었다.

설계 당시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하

여 표 5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설계 결과와 측정 결

과 신호 이득이 거의 일치하는 다중 대역 안테나의 성능

을 확인하였다.

Type Frequency(GHz)
Gain (dBi)

Simulation Measurement

Ku band 12.50 41 41

Ka band
18.55 43.7 42

19.95 43.8 43

Table. 5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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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정지궤도 내의 서로 다른 위성들로부터 동시 독립적

으로 위성 방송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의 설계 및 제작, 
측정 결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다중 대역 안테나와 유사한 크기

와 동등 성능 이상을 목표로 TICRA CHAMP와 CST 
Microwave Studio를 사용하여 메인 리플렉터와 서브 리

플렉터의 사이즈는 상용제품의 제원을 참고하여 고정시

키고 F / D률 (F : 메인리플렉터의 초점거리, D : 메인 리

플렉터의 직경)과 Half angle을 변수로 하여 각각의 단일 

Ku / Ka band 안테나를 최적화하였다.
정지궤도 위성 간의 2° 간격과 가장 근접한 경사각을 

다중 대역 안테나에 적용하기 위해 하나의 안테나에 Ku 
band 피드 혼은 중앙에 위치시키고 안테나의 수직 방향

으로 2개의 Ka band 메인 빔은 약 2.23°의 경사각을 갖

도록 설계하였다.
서브 리플렉터 방향으로 2개의 Ka band 피드 혼은 10 

mm, 단일 Ku band 피드 혼은 6mm로 초점 거리를 이동

시켜 지향성 이득과 빔 경사각을 만족하는 다중 대역 안

테나로 최적화하였다. 
상용제품과 원거리 방사 패턴 측정 및 위성을 이용한 

위성 방송 신호 품질 수준에 대한 비교실험을 통해 제안

된 안테나는 상용제품과 동등 수준 이상의 결과가 관측

되었다. 제안된 안테나는 종전의 안테나의 수를 늘릴 필

요 없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Ku / Ka band 대역의 

위성 신호의 수신 채널의 수와 안테나의 효율 유지가 가

능한 위성방송 수신용 다중 대역 안테나 시스템으로 활

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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