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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W-대역의 최소화된 민감도와 광대역 특성을 갖는 리플렉트어레이 배열 소자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다중
공진 소자를 이용하여 360˚ 이상의 위상 범위를 얻을 수 있었고, 길이 변화에 따른 위상의 민감도 특성을 최소화 하고자 단계
를 세분화 시켜 위상 결과를 얻었으며, 주파수 별 배열소자의 위상 특성을 이용하여 광대역 특성을 도출하였다.

Ⅰ. 서 론

마이크로스트립 형태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는 반사 위상 소자들을

배열한 반사판과 급전 안테나로 구성된 반사판 안테나로서, 기존 곡면형

반사판에비해제작비용의감소, 안테나의무게및부피감소 등의 이점을

갖고있다. 하지만밀리미터파주파수대역의경우반사소자의제작및설

계에 관한 이슈가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작 공차 및 설계 이슈

를 고려한W-대역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배열 소자를 설계하여 민

감도의 감소 및 광대역의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Ⅱ. 본론

그림 1. 제안된 배열 소자

일반적으로 배열 소자의 공진구조가 단일한 패치 또는 루프로 구성되어

있다면 반사 소자의 위상을 360˚ 까지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

안된 반사소자는 정사각형 패치와 루프로 구성되어 있는 다중 공진 소자

를 사용하였다. 또한, 반사 위상의 민감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공진 소

자의 크기를 동시에 변화시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단계를 세분화 시켜 변

화시켜 반사위상의 민감도를 최소화 하였다. 그림1은 제안된 배열소자를

나타내고있으며 유전체와접지면사이에공기층을 주어추가적으로배열

소자의 위상 특성을 조절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중 공진 소자로 구성된 배

열 소자의 위상 민감도는 최대 60(˚/0.1mm)의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길이 변화의 세분화를 통해서 최대 민감도를 30(˚/0.1mm) 이하로 만족시

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반사소자의 주파수에 따른 위상 특성

이수평한 결과를통해서광대역의 안테나특성을얻을수 있었다. 본 결

과는 논문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학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배열 소자의 민감도를 최소 화 시키기 위해서 길이 변화

를 5단계로 나누어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주파수 별 반사 위상의 수평 한

결과를 통해서 광대역의 안테나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W-대

역의 제작 공정의 공차율에 대한 이슈들을 최소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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