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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CDA(Tightly Coupled Dipole Array)는 낮은 높

이와 광대역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제안된 이후로 지금

까지 널리 사용돼 왔다 [1]. 일반적으로 광대역을 갖

는 TCDA의 높이는 0.1 λlow 이다 [2]. 반면에 마이크

로스트립 타입의 패치 안테나는 0.001λlow 이하의 매

우 낮은 높이를 갖지만 대역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3].

본 논문에서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보다는 높

은 높이를 갖지만 TCDA보다는 낮은 높이를 갖는 새

로운 타입의 광대역 안테나를 제안한다.

2. 본론

Polarization Convertor (PC)을 통해 입사한 편파를

90도 회전 시켜줄 수 있다 [4]. 그림 1은 PC의 구조

물을 보여준다. 그림 2는 편파의 변환 특성을 보여준

다. rxx는 x방향 편파의 반사 특성을, ryx는 x방향의

편파가 y방향 편파로 변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약 0.9

– 2.2 GHz에서 편파가 변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CDA antenna는 ground plane 와 가까이 위치하

게 되면 임피던스 정합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림

3과 같이 TCDA antenna와 ground plane 사이에 PC

를 두게 되면, PC에 반사되고 돌아오는 편파는

TCDA antenna와 커플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피던

스 정합이 가능하다. 기판은 FR-4를 사용하였으며,

급전 구조는 스트립 라인을 통해 그라운드 표면 밑으

로 연결됐다. 50옴 동축 케이블에 정합 하기 위해 광

대역 Balun이 사용되야 하며, 4:1 임피던스 변환 칩

이 요구된다 [5]. PC와 안테나 사이의 거리는 0.09

mm이다. 그림 4를 통해, PC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임피던스 정합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림 1. Polarization Convertor 구조.

그림 2. 편파 변환 특성.

그림 3. 제안된 안테나의 유닛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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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대역폭은 VSWR < 2 기준으로 0.56 –

1.28 GHz (78.3%)이다. 가장 낮은 동작 주파수 기준

으로 높이는 0.038λlow 이다. 주목할 점은 편파 변환

대역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약 0.9에서 2.2 GHz의 편

파 변환대역이 약 0.6에서 1.3으로 하향됐다. 이는

TCDA와 PC 사이의 거리르 매우 가깝게 함으로써

near field coupling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PC를 통해 반사된 편파는 안테나에서 방사하는 편

파와 90도 차이가 나며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방사하

는 편파의 위상이 주파수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문제

점이 있다. 그림 5은 XoPol (y방향 편파)과 CoPol (x

방향 편파)의 비율을 보여준다. 예상했듯이, 임피던스

정합 대역 내에서 y방향의 편파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x방향 편파와 y방

향 편파의 양이 같지 않고 y방향의 편파가 더욱 크다

는 것이다. 이것 또한 near field coupling에 의해 설

명 될 수 있다.

3. 결론

새로운 타입의 매우 낮은 높이 광대역 안테나를 제

안하였다. Near field coupling을 통해 편파 변환 대

역을 낮추었고, PC를 통해 매우 낮은 높이에서도 임

피던스 정합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동작대역 내에서

안정된 편파를 갖기 위해서는 편파 개선 연구가 요구

된다.

그림 4. 임피던스 정합 특성.

그림 5. 제안 안테나의 Xpol/CoP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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