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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낮은 상호결합을 갖는 ku- 대역 프

린티드 Bow-tie 배열 안테나를 제안 하였다. 먼저 광대

역 안테나로 적합한 프린티드 Bow-tie 타입으로 단일
소자를 설계하였고, 이때 고 유전율을 갖는 기판을 사

용하였다. 단일 안테나를 H-면 방향으로 일차원 부배

열로 제작 및 측정을 하였고, 안테나 소자 간 상호결합
및 반사손실을 측정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보였다.

2. 안테나 설계

배열안테나 구조에서, 안테나 소자 간 상호결합은 신

호 처리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본 논
문에서는 낮은 상호결합을 갖는 ku-대역 프린티드

Bow-tie 배열 안테나를 제안 하였다. 먼저 광대역 안테

나로 적합한 프린티드 Bow-tie 타입으로 단일 소자를
설계하였고[1], 유전율이 12.2, loss tangent가 0.002

(Rogers TMM13i)를 갖는 고 유전율 세라믹 기판을 사

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얇은 기판을 따라 TM0 표면
파가 진행하여 기판의 모서리에서 회절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호결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2],[3]. 그리고 안테나 상호결합의 메커니즘을 확
인하기 위해, 기판의 유전율에 따른 안테나의 상호결합

을 비교하여, 높은 유전율을 갖는 기판에서 표면파가

안테나 사이의 상호결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저대역에서 상호결합을 –20 dB 미만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단일 소자의 측면 부에 저항시트를 추

가하였다. 그림 1은 설계 된 프린티드 Bow-tie 안테나
의 단일 소자와 H-면 방향으로 15 X 1 배열 안테나 제

작 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2는 ku-대역 내에서 반사손

실은 전 대역에서 –10 dB 미만을, 상호결합은 –20
dB 미만의 측정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배열 안테나는 안테나 소자 간 아
무런 장치가 없고, 안테나 높이가 낮기 때문에 구조적

인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광대역에 걸쳐 낮은 상호결합

을 갖기 때문에 빔포밍 시스템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한
다.

그림2. 단일 소자 및 제작 된 H-면 배열안테나

그림3. 반사손실 및 상호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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