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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유한한 프린티드 다이폴 배열구조의 방
사패턴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상
호결합과 플로케 이론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수치
계산을 위해 가우시안-르장드르 쿼드러쳐 적분을 이용
한 모델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 CST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여 서로 일
치함을 확인하였다.

CST사의 MWS 시뮬레이션 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였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small array 시스템에서 정확한
방사패턴을 계산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2. 유한 배열 구조의 방사패턴 계산
일반적인 배열 안테나의 방사패턴은 배열인자(AF:
Array Factor)와 능동소자패턴(AEP: Active Element
Pattern)의 곱으로 표현된다.[1] 그러나 유한 배열안테
나구조의 방사패턴 계산결과는 측정치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잘 맞지 않는다. 이는 각각 안테나 소자마다 상
호결합(Mutual Coupling)이 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
다. 최근에 상호결합과 플로케 모드 이론을 이용하여
유한 구조에서의 위상배열안테나의 패턴을 구하는 방법
이 제안되었다.[2] 그러나 많은 수의 플로케 모드를 고
려하고, 수치적분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치적분을 보다 빠르고 정
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가우시안-르장드르 쿼드러쳐 적
분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그림 1과 같이 배열 안테나로
제작이 쉽고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프린티드 다이
폴 안테나 소자를 설계하였다.[3]
그리고 배열 간격이 0.5 Lambda 이고, 16x1 배열구조
에 대해 33 도로 빔 조향을 하였을 때 방사패턴을 계산
하였다. 이때 가우시안 포인트는 200 포인트를 적용하
였다. 그림 2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된 배열패턴, 제
안된 배열패턴 그리고, CST사의 MWS로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주엽(main lobe)에서 제안된
방법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
다.

3. 결론
가우시안 쿼드러처 적분법을 이용하여 유한 배열구조
의 방사패턴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계산 결과 프린티드 다이폴 배열 구조에서

그림1. 프린티드 다이폴 안테나

그림2. 33도 빔 조향 된 16 x 1 프린티드 다이폴 배열
E-면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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