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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enna positioner 

1. 서론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위성통

신 시스템의 필요성도 가중되고 있고 위성 통신 

시스템을 위해 사용되는 안테나의 수요도 비례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차량 등에 

설치되는 이동용 안테나 시스템의 반사판 

(reflector)의 정면 또는 후면에 작용하는 풍속과 

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테나 포지셔너 

(antenna positioner, Fig. 1) 설계를 위한 토크(torque)
를 계산하고 응력을 해석하였다. 

기존의 안테나 와 관련된 논문들은 안테나의 통신 

시스템(Communication System) 안정성을 고려하

는 연구들이[1] 대부분이며, 안테나의 구조적 안

정성(structural stability)을 고려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논문은 기존의 논문들과 달리 바람을 

고려한 안테나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한 설계에 

중점을 두고 해석 값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최대 풍속에서 안테나 반사판 정면으로 작용하는 

풍압 하중을 계산하고 안테나를 구동하는데 필요

한 모터의 토크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부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위하여 FEM 

툴을 사용하여 안테나 포지셔너 시스템을 해석하

였다.

2. 설계 방법 및 조건

안테나 포지셔너는 Fig. 1과 같이 크게 안테나 

반사판, 반사판을 지지하는 지지대, 그리고 안테

나에 신호를 송수신하는 피드를 지탱하는 피드지 

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풍속의 영향을 고려한 

풍하중 계산에 베르누이 방정식[2]을 사용하여 

설계 속도압 P 를 계산한다, 

              

 .             (1)

여기서 v는 풍속, 공기밀도 ρ= 1.275 kg/m³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풍속 120 km/h의 

바람이 직접 안테나 반사판에 직접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1)을 이용하여 속도압 P=736.95 N/m²
를 구하였다. 그리고  2001년도 특수교량지침 연구 

보고서[3]에 따라 풍하중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다,  

                .              (2)

본 연구에서는 지름 1.2m의 접시 안테나를 사용하

였고, 토크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반사판을 

원형으로 모델링한다. 따라서 풍압하중은 (2)에

서 단면적은 A=πr2, 원형 단면에 대한 항력계수 

CD 는 1.2 값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안테나에 

작용하는 풍하중 F=1000.165 N이다.

Fig. 2는 안테나 포지셔너 시스템의 자유물체를 

나타낸다.  여기에 앞서 계산한 풍하중과 반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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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on Mises Stress Analysis for several different 
positioner angels, θ

Fig. 2 Fee body diagram of an antenna positioner 

θ Stress(-vonMises-)(MPa)
79.29〬 17.6913

90〬 16.9892

135〬 8.87608

157〬 2.69627

Table 1 .Von Mises Stress Value for several different 
positioner angles, θ

무게 16 kgf, 반사판 지지대 무게 6 kgf, 피드 지지대 

무게 3 kgf, 지지대 프레임들의 길이는 각각 1 m를  

적용하여 구동점 O점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하여 

모터 구동에 필요한 토크 값을 구한다. 

  sincos
coscos


 

더 나아가 토크 (3)을 미분하여 다음을 얻는다.




 cossin 

식 (3)과 (4)를 이용면 θ=79.29°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하며 그 값은 T=1002.93 N·m이다. 

 
3. 해석 방법 및 조건

계산된 풍하중과 최대 토크 값 그리고 프레임에 

작용하는 힘에 근거하여, 각도에 따른 안테나 구조

물의 취약부위를 SolidWorks SimulationXpress로 

해석하였다. 프레임 재료는 aluminum 5052-H32로

선정했다. Table 1은 θ에 따른 프레임의 응력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120km/h의 풍속이 작용하는 최악

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안테나가 받는 풍하중과 

하중을 고려하여 토크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FEM 

툴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어진 풍속이 불 경우, 주어진 안테나 구조

물은 1000.165 N의 풍하중을 받는다. 풍하중에 

의한 토크는 전체토크의 약 99.7 %를 차지하므로 

풍하중의 고려가 중요하다. 참고로 풍속이 증가하

면 토크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 토크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반사경 하중에 비해 피드 지지대 

하중이 작으므로 토크에 영향이 적다.    

(2)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θ가 79.29  〬일 때, 

바람에 의한 토크와 안테나 하중의 토크의 합이 

가장 크게 작용하여 안테나가 가장 많은 응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응력이 집중되

는 곳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모터 구동 축의 바로 

윗부분이 보강할 위치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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