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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스트립 형태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는 반

사 위상 소자들을 배열한 반사판과 급전 안테나로 구

성된 반사판 안테나로서, 기존 곡면형 반사판에 비해

제작비용의 감소, 안테나의 무게 및 부피 감소 등의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의

경우 반사소자의 제작 및 설계에 관한 이슈가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W-대역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반사소자를 설계하고, 구조의 길이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여 최소화된 민감도를 유지하는

반사 배열 소자를 제안하였다.

2. 본론

그림 1. 제안된 반사배열 소자 구조

반사소자의 공진구조가 패치 또는 루프로 하나의 공

진구조로 구성된다면 반사 소자의 반사위상이 360˚를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안된 반사소자는 45˚ 

틀어진 정사각형 패치소자와 정사각형 루프 형태의

공진 소자로 구성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배열소자

의 공진구조의 길이변화는 한가지의 변수 변화를 통

해서 원하는 위상을 얻게 된다. 하지만 변수변화에

따라 위상변화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구

간에서 민감도가 극대화 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구조의 하나의 변수 변화가

아닌 여러 변수를 통해서 공진 구조의 변화 방식을

나누어 원하는 반사위상을 도출 하였다. 표 (1)~(3)은

공진 구조의 변화 방식에 따른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

다.

l 1.3 1.4 1.5 1.6

sen. 9 14 23

w 0.5 0.6 0.7 0.8 0.9 1.0

sen. 27 26 23 17 13

l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sen. 9 14 23 37 38 36 28 22 29

1) w=0.2mm, l 변화 (단위:길이-mm, 민감도-˚/0.1mm)

표1. 루프변화에 따른 민감도

2) l=w+1.1mm, (단위:길이-mm, 민감도-˚/0.1mm)

표2. 패치 및 루프 변화에 따른 민감도

3) l=1.6mm, w 변화 (단위:길이-mm, 민감도-˚/0.1mm)

표3. 패치 변화에 따른 민감도

제안된 반사소자의 중심 주파수는 94GHz이며, 반사

소자의 크기는 λ/2(1.6mm)로 설계되었다. 공진 구조

는 0.1mm 단위로 변화시켰으며, 최적화된 민감도를

도출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위상을 도출하였다. 이

를 통해 전체 위상범위 422˚와 최대 민감도 38을 만

족하였다.

3. 결론

반사소자의 길이별 민감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반사소자의 공진구조의 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 설계

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존 한 단계의 민감도

성능에 비해 최소화된 민감도 성능을 도출하여 이후

제작 공정에 따른 이슈들을 최소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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