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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모든 면이 차폐된 캐비티 구조물 내부
에서는 구조물에 의해 모드가 형성이 되고 내부 전자
기장에 의한 가열 균일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슬롯 배열 안테나를 이용해 캐비티 구조
물 내에 있는 유전체의 가열 균일도를 증가시키는 슬
롯 배열 구조에 대해 제안한다.

그림 1. 3D 시스템 모식도

2. 본론
캐비티 옆면의 각 위치에서 슬롯의 길이와 기울어
진 각도에 따라 등가적인 임피던스 데이터를 2-port
network 분석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도
파관 슬롯 배열 안테나를 설계할 때에는 슬롯의 각도
와 길이에 대한 임피던스 데이터만 있으면 되지만,
해당 구조물에서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구조가 다르

그림 2. 산란 계수 특성

기 때문에 위치도 변경해 가며 임피던스 데이터를 추
출해야 한다. 이로부터

matching 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고, 각 슬롯의 임피던스를 비슷하게 만들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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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 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캐비티 구조물 내에
있는 유전체에 형성되는 E-field 분포의 균일도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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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킬 수 있고, 결국 가열 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

그림 3. 전력 손실 밀도 분포

다. 균일도의 평가 지표는 유전체에서의 E-field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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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규화 표준 편차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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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유전체만 있고, 단일 도파관을 통해 급전하는
구조물을 고려할 때, 해당 시스템에서는 E-field의 정
규화 표준편차 값이 0.771로 도출되었다. 반면 제안된
시스템에서 평가 지표는 0.388이고 2.45GHz 대역에서
matching 조건을 잘 만족하였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