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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차원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스캔 블라인드니스 원인
을 밝힘으로써, 향후 다이폴 배열구조에서 스캔 블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본 논문에서는 Ka 대역 프린티드 다이폴 배열의 드니스
것이다.
일차원 배열과 이차원 배열일 때 능동소자패턴이 차이
가 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먼저
무한 배열 속 능동소자패턴(Active Element Pattern:
AEP)을 확인한 뒤, 분산 관계(Dispersion Relations)와
스캔 블라인드니스와의 관계를 통해 공진 모드의 존재
를 확인하고, 선형 배열에서의 전기장이 배열을 따라
상호결합(Mutual Coupling)이 되는 현상을 고찰한다.

2. 스캔 블라인드니스 분석
스캔 블라인드니스는 위상배열안테나에서 매우 중요
한 이슈이다. 스캔 블라인드니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
상배열안테나에서 특정한 플로케 모드(Floquet Mode)로
급전이 되었을 때, 안테나 구조가 표면파(Surface
Wave)와 같은 유도된 전파(Guided Wave)를 지지할 수
있게 되고,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서 방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 능동소자
패턴에서 안테나가 방사되지 못하는 특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스캔 블라인드니스(Scan Blindness)라 하
고, 스캔 블라인드니스가 발생하는 각도를 블라인드 각
도(Blind Angle)라 한다[1] [2].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기판이 수직으로 되어있는 T-형태의 프린티드 다
이폴에 대한 스캔 블라인드니스 현상과 원인에 대해 분
석한다[3]. 먼저 일차원과 이차원 배열에 대해 능동소자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스캔 블라인드현상 차이를 설명한
다.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2와 같이 이차원배열에서는
35 GHz 대역에서 E-면 방향으로 스캔 블라인드니스가
±36°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나, 일차원배열에서는 스캔
블라인드현상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그리고 셀 분산
특성, Q 값, 그리고 E-면 방향으로 전기장의 커플링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이론의 타당
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프린티드 다이폴 배열을 제작
하고, 11×1 부배열과 11×3 부배열에 대해 능동소자패턴
을 각각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함으로 이론
을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는 Ka 대역 프린티드 다이폴이 일차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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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프린티드 다이폴 단일소자

(a) 일차원 배열
(b) 이차원 배열
그림2. E-면 방향 능동소자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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