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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배열 소자의 반사 위상은 동일한 모양의
소자가 무한 주기로 배열된 unit cell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근사적으로 도출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배열 소
자의 경우, 소자의 모양이 위치마다 다르고 입사 각도
가 다르므로 위상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1]에서는
기준 면에서의 필드 분포의 비를 통해서 실제 배열 소
자의 위상 분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단순히 필드 분
그림 1. 실제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구조 및 위상

포의 비율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위상 분포로만

계산을 위한 기준면 설정

표현이 되고, 하나의 수치로는 계산될 수 없었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서 실제 배열 소자의 위상 계산을 통
해 주기 구조와 실제 위상 간의 오차를 분석 하고자 한

무한 주기 구조의 unit cell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다.

반사 계수는 floquet mode의 dominant mode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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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된다. 따라서 실제 배열 소자의 반사 계수는

개구면 안테나의 방사패턴은 등가원리에 의하여 개구면

Far-field 근사화를 통하여 간단히 계산될 수 있다. 계

의 등가 전류를 통해 계산될 수 있다. 또한, 리플렉트어

산 과정 및 분석 과정은 논문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학

레이 안테나도 모든 배열 소자들의 등가 전류를 도출하

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여 방사패턴이 계산 가능 하다 [2]. 따라서 배열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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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사 계수는 각 소자에서 도출된 등가 전류를 통한

본 연구는 리플렉트어레이 배열 소자의 실제 반사 위

입사파와 반사파의 계산으로 유도될 수 있다. 그림1은

상을 등가 원리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실제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구조와 배열 소자의 등

하였다. 기존의 unit cell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된 실

가 전류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면 설정을 나타내고 있

제 안테나의 위상 오차를 계산 및 분석 하였다.

다. 배열 소자의 기준면은 소자의 최외각 단면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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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사파와 반사파의 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면에서의 경계조건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도출된 electric 전류와 magnetic 전류는 적분
과정을 통해 각각의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
해서 배열 소자의 입사파와 반사파를 계산할 수 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