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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상무기 부문

곡면에 부착 가능한 GPS/GLONASS 마이크로스트립 

능동 안테나

GPS/GLONASS Microstrip Active Antenna Apply to Curve Surface

       김 미 숙*     손 석 보*      주 한 기*      배  성**     김  오**

Mi Suk Kim     Seok Bo Son     Hahn Kie Joo     Joon-Sung Bae     Joon-O Kim

Abstract

  In this paper, dual-feed circularly polarized microstrip patch antenna for GPS L1, GPS L2, GLONASS L1 signal 
was fabricated by using stacked patch. It was fed by dual coaxial probe on the patch at 50ohm impedance, and 
was simulated to resonate at GPS L1, GPS L2, GLONASS L1. To realize characteristics of right hand circular 
polarization using dual-feed stacked patch antenna and hybrid coupler for 90° phase difference. Output of hybrid 
coupler was contacted input of Low Noise Amplifier(LNA). The LNA using dual band pass filter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measured results of the implemented antenna is VSWR < 1.5 : 1 and the gain of 32dB(Zenith) over at 
GPS L1, L2, GLONASS L1.

Keywords : GPS, Microstrip Patch(마이크로스트립 패치), Dual Feed(이  ), Active Antenna(능동 안테나), RHCP
(우선회 원편 )

1. 서 론

  GPS로 표되는 성을 이용한 항법시스템(GNSS)은 

이 에 볼 수 없었던 치와 시각정보의 정확성으로 

인해 그 응용이 확 일로에 있다. 재 성항법 수신

기에 장착되어 GPS 수신에 이용되고 있는 안테나

는 기본 으로 성에서 송출하는 우선회원편 (RH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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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를 수신하기 해서 동일한 편 방향의 

수신특성, 3dB 이내의 축비(Axial Ratio) 규격  잡음

지수(Noise Figure)의 개선을 한 LNA(Low Noise 
Amplifier)가 포함된다.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는

[1,2] 일

반 으로 성항법에 리 사용되는데, 이는 매우 가

볍고, 소형, 박막형의 구조이며, printed circuit 제작

방법을 이용한 량생산에 의한 렴한 비용과 설치

의 용이성 등으로 향후 다양한 응용분야가 측되고 

있으며, 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4].

  한 안테나 소자와 각 소자의 여기 상태를 조 하

기 한 다양한 형태의 회로를 마이크로스트립 기

 상에 동시에 설계제작이 가능하여 소형으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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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없이 빔 형태의 조   추 기능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층구조를 이용하여 GPS L1, L2  GLONASS L1 신호

를 동시에 수신이 가능한 성항법수신 안테나를 탄체

의 표면에 장착이 가능한 구조로 개발하 다.

2.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기본 구조는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1.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구조

  한쪽 면에 유 율이 이고 높이가 h인 유 체 기

이 있고, 그 에 폭이 W이고 길이가 L인 방사패치가 

존재하며 다른 한쪽 면에 지면이 존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진다[5].
  방사소자의 모양은 표 으로 정방형, 직사각형, 원

형, 타원형, 다이폴, 삼각형 등이 있으나 사용될 구조

에 따라 임의의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는 두께가 얇고 가벼우며 부

피가 작고 제작이 쉬워 낮은 단가로 량생산을 하는

데 용이하다. 한 간단한 을 사용하여 선형, 원

형편 를 만들 수 있고 해석이 용이하며 우수한 방사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효율, 력으로 인해 역폭이 좁고 편

특성이 하된다는 단 이 있으나 이러한 향들을 

감소시키기 한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는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개구면 결합, 동축 이블 등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된다.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를 슬롯 구조로 보고 이를 송선으로 

등가하여 해석하는 송 선로 모델 방법과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를 패치와 지면 사이의 측면을 자계

벽으로 둘러싸인 공진기로 모델링하여 해석하는 캐비

티 모델 방법, 유 체 의 패치를 등가 류원으로 

보고 Green 함수를 이용하여 패치 의 표면 류를 

행렬식으로 표 하여 안테나의 특성을 계산하는 모멘

트 방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쉽고 물리 인 직 성을 주는 

송선로 모델 방법으로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를 해

석하 다.
  송선로 모델의 경우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이크

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본질 으로 낮은 특성임피던

스 를 갖는 길이가 인 송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방사 개구로 간주된다. Fig. 2는 마이크로스트립 안테

나의 계분포를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Fig. 2.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계분포

  이때 패치의 길이와 폭이 유한하기 때문에 공진패치 

가장자리에서의 계는 린징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확

한 해석을 해서는 린징 효과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린징 효과는 패치의 크기와 기 의 높이에 한 

함수이며 E-평면에서는 기 의 높이 h에 한 길이 L
의 비(L/h)와 기 의 유 율 의 함수로 주어지게 된

다. 부분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는 L/h>1이므로 

린징 효과가 어들지만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공진주 수에 향을 주는 린징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 들  일부는 기 내부로 하게 되고 일부

는 공기 으로 되어 지기 때문에 식 (1)과 같은 

실효유 율 이 소개되어 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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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징 효과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패치

는 물리 인 크기보다 기 으로 더 큰 것처럼 보인

다. E-평면을 고려해 보면 Fig. 3과 같이 종단에서   
만큼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3.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린징 계 성분

  린징 효과에 의한 은 실효유 율 과 폭과 

높이의 비(W/h)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2)

  이처럼 패치의 길이는 양쪽으로   만큼 확장되었

으므로 패치의 길이는

   (3)

  여기서 은  


 이고,

  이때의 공진 주 수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4)

3. 안테나 설계  시뮬 이션

가. 안테나 설계

  본 논문에서는 다 역의 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

는 안테나를 제작하기 하여 26dB이상의 이득을 갖

는 LNA와 결합하여 우선회 원형편 의 특성을 갖고 

다 역에서 동작 가능한 안테나 설계를 목표로 두

었다.
  편 는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수신할 때 요한 요소 

 하나로 자기 의 진행방향에 한 E-field의 극성 

방향을 의미하며 그  우선회 원형편 는 성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원형편 는 90°의 상차를 갖고 크기

가 같은 두 의 첩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각형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에서 원형편 를 구 하기 

해서는 패치에 공간 으로 90°되는 두 지 에 

치를 정하고 시간 으로도 90° 상차를 갖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원형편 를 구 하는 방법에는 Fig. 4와 같

은 단일 과 이 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6].

  본 논문에서는 이  구조를 이용하여 크기가 같

은 하나의 신호를 3dB hybrid coupler를 이용해 90°
상차를 갖도록 하 다.

Fig. 4. 원형편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종류

  Fig. 5는 hybrid coupler의 상차와 력분배 측정값

을 나타낸다. 각 동작주 수에서 약 -3.7dB의 력과 

86°～89°의 상차를 나타내었다.

 

Fig. 5. 하이 리드 커 러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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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GPS L2, GPS L1/GLONASS L1의 다 역

에서 동작하는 안테나를 구 하기 해서 Fig. 6과 같

이 층구조를 이용하여 이  공진 특성을 이용하여 

다 역 안테나를 구 하 다.

Fig. 6. 패치안테나의 층구조

  이는 아래층 패치에 GPS L2 역의 패치를 설계하고 

층 패치에 GPS L1/GLONASS L1 역의 패치를 설계

하여 층하 다. 이때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단

인 소한 역폭을 개선하기 해 기 의 두께를 조

하여 하나의 방사체에서 GPS L1/GLONASS L1 역

을 포함할 수 있게 설계하 다.
  이 게 층구조로 설계된 안테나의 은 층구

조에서 제작이 용이하고 정합이 용이하며 안테나의 크

기와 손실을 일 수 있는 동축 로  방식을 이

용하여 설계하 고, 본 논문에서는 피딩 핀을 이용하

여 원형편  구 을 한 dual-feed로 하 다.
  한 본 논문에서는 역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

호를 증폭시키기 하여 다 역 LNA를 설계하 다.
  다단 증폭기에서 잡음지수는 단의 잡음지수에 좌

우되므로 단에 최소 잡음지수를 갖도록 설계하 고 

2단에서는 높은 이득을 갖도록 설계하 다.
  한 이 역의 필터링을 하여 2개의 각각 다른 

역의 ceramic filter를 dual band filter로 구 하 다. 
이는 GPS L1/GLONASS L1과 GPS L2 주 수 사이의 

Isolation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의 LNA 회로를 사용하

게 되므로 LNA 회로의 Size를 간결하게 하 다.

나. 안테나 시뮬 이션

  2 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이론에서 얻은 마이크

로스트립 패치의 W와 L을 기본으로 주어진 곡률과 형

태를 갖는 곡률 안테나를 CST사의 MWS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하 다. 이때 사용한 기 은 GPS L2, GPS 
L1/GLONASS L1 모두 3.18mm의 두께와 3.2의 비유

율을 가지고 있는 TLC32를 이용하 다. 낮은 유 체 

손실과 낮은 교차 편 를 고려하여 비교  낮은 비유

율을 갖고 두께가 3.18mm인 기 을 선정하 다.
  안테나 시뮬 이션을 할 때에 안테나의 특성은 실

장 되는 기구물에 향을 받기 때문에 Fig. 7과 같이 

실제 안테나가 실장 될 기구물과 함께 시뮬 이션 하

다. 각 역 안테나의 W, L과 의 치를 변수

로 설정하고 최 화 하여 얻은 안테나의 return loss는 

Fig. 8과 같다.

Fig. 7. 곡률 안테나의 시뮬 이션 구조

Fig. 8. 안테나 시뮬 이션 Return Loss

4. 안테나 제작  측정

가. 안테나 제작

  안테나 Element는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이론과 시

뮬 이션을 바탕으로 직  제작하여 튜닝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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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에서 공진할 수 있도록 각 역별로 패치를 

설계해 층하는 구조를 취하 으며 공간 으로 90°가 

되는 두 지 에 dual-feed를 용하여 원형편 를 구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제작된 각 역별 안테나는 Fig. 9에 나타내고 있고 

Fig. 10은 층된 안테나의 측면사진이다.
  Fig. 9에서 보이는 패치의 경계면에 있는 탭은 안테

나의 특성을 쉽게 튜닝이 가능하도록 추가하 다. 이

는 본 논문에서와 같이 dual-feed의 구조에서는 비 칭 

구조인 기구부등에 안테나가 실장 되었을 때 각각의 

피드에서의 안테나 특성이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튜닝 하는데 용이하다.
   각 역의 패치는 방사체의 심, 즉 임피던스가 

0ohm인 곳에서 DC Ground가 되어있다. 이는 안테나의 

특성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상치 못한 DC나 낙뢰 

등에 안테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Fig. 9. 안테나 Element 사진

Fig. 10. 층된 안테나 Element

나. 안테나 측정

  본 에서는 제작된 안테나의 측정을 통한 결과를 

설명하 다.

1) Passive 측정

  패치 안테나의 반사손실(Return Loss)  입력정재

비(VSWR)를 측정하기 하여 E5071C Network Analyzer

를 사용하 다. Fig. 11은 튜닝과정을 거친 안테나의 

Return Loss 측정값이다. GPS L2, GPS L1/GLONASS 
L1 역에서 -10dB 이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11. 제작된 안테나 Return Loss

  시뮬 이션 결과와 실제 제작한 안테나의 물리  

크기를 비교하기 하여 Table 1에 정리하 다. Table 
1의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 시뮬 이션과 실제 제작한 

안테나 사이에는 0.5mm, 0.6mm의 차이가 있었다. 이

는 간단한 안테나 튜닝 작업을 통해 원하는 공진 주

수에 동작하는 안테나 방사체의 크기를 얻을 수 있

었다.

Table 1. 시뮬 이션과 제작된 안테나 크기 비교

GPS L2
GPS L1 /

GLONASS L1

Simulation 61.5*61.5mm 49.2*49.2mm

제작 62*62mm 49.8*49.8mm

feed 9mm(from center)

  Fig. 12는 제작된 passive 안테나의 far-field pattern을 

측정한 결과이다. Far-field pattern에서 안테나의 이득

(Gain)과 축비(Axial Ratio)의 측정값을 Table 2에 정리

하 다. Table 2에 정리된 결과값은 zenith에서의 결과

값이다. Table 2와 같이 제작된 passive 안테나는 5dBic 
이상의 이득과 3dB(zenith) 미만의 축비 특성을 확인하

으며 성항법이 합한 우선회 원형편  안테나임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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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assive Antenna Far-field pattern

Table 2. Gain과 Axial ratio 정리

GPS L2 GPS L1 GLONASS L1

Gain 5.51dBic 5.67dBic 5.77dBic

Axial ratio 1.77 0.7 0.79

2) Active 측정

  본 논문에서는 성으로부터 수신된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기 해 능동 안테나로 설계  제작하 다. 
성 신호의 증폭을 하기 해 잡음 증폭기를 제작하

여 측정한 결과를 Fig. 13, Fig. 14에 나타내었다. Fig. 
13은 LNA의 이득을, Fig. 14는 잡음지수(Noise Figure)
를 나타낸다.

Fig. 13. 제작된 LNA의 Gain

  Passive인 패치안테나와 LNA 기구물을 결합하여 최

종 능동 안테나를 제작하 다. 최종 제작된 안테나의 

그림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Fig. 14. 제작된 LNA의 Noise Figure

Fig. 15. 제작된 능동 안테나

  제작된 곡률 능동 안테나의 출력정재 비(VSWR), 
far-field pattern등을 측정하 다. 정재 비를 측정하기 

해 E5071C Network Analyzer를 사용하 고, far-field 
pattern은 한국 진흥원 자  측정센터에서 시험

하 다.
  Fig. 16은 안테나 출력 정재 비를 측정한 결과이다. 
각 동작주 수에서 1.5 : 1 이하의 안정 인 특성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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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곡률 안테나 정재 비(VSWR)

Fig. 17. 곡률 안테나의 Axial ratio

  Fig. 17은 능동 안테나의 축비를 Fig. 18은 pattern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축비는 각 동작주 수에서 3 
dB(@ zenith) 이하의 특성을 나타내 안테나의 원형 편

 특성을 나타내었고 pattern의 측정결과는 hemisphere
형의 패턴으로 편 의 null이나 편향이 없고 이득 한 

30dB이상을 나타내었다.

Fig. 18. 곡률 안테나의 Far-fiel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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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PS  GLONASS에서 항법이 가능

하며, 탄체의 표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곡률로 성항

법 수신 안테나를 제작하 다.
  제작된 안테나는 층구조의 안테나 소자,  투

과성 Radome  알루미늄 Housing, Bottom cover로 구

성되며 최종 안테나 출력은 SMA Bulk head Type 
Cable이다. 층구조를 이용하여 안테나가 다 역에

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고, dual-feed와 90° 상차의 

hybrid coupler를 결합하여 우선회원편 (RHCP)에 

한 특성지표인 축비(AR)를 3dB 이하로 제작하 다. 
한 2dB 이하의 낮은 잡음지수를 유지하면서 GPS 신호

를 증폭시키기 해 잡음 증폭기(LNA)를 설계하여 

수신기에 잡음 증폭된 GPS 신호를 달할 수 있는 

능동형 성항법수신 안테나를 제작하 다. 안테나는 

비유 율 3.2, 두께 3.18mm인 Taconic사의 TLC32를 기

으로 선정하 고,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이론을 기

로 하여 안테나 설계 툴인 Microwave CST로 시뮬

이션 하고,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역의 

패치 안테나를 튜닝과정을 거쳐 층구조로 제작하

다. LNA는 ADS2005를 이용하여 최소 잡음지수와 높

은 이득을 갖도록 2단으로 설계되었고 원형편  구

을 한 90° 상차 hybrid coupler를 사용하 다. 제작

한 능동형 성항법수신 안테나는 각 역에서 1.13, 
1.25, 1.11의 정재 비(VSWR)와 30dB 이상의 이득, 
3dB@zenith의 Axial ratio, 2.0dB 이하의 Noise Figure의 

설계 사양을 만족하는 성능을 나타내었고, 성통신에 

합한 안테나임을 나타내었다.
  제작된 곡률 안테나는 곡률의 형태로 제작되어 설

계 사양을 만족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항공기

나 미사일과 같은 항공 역학  기체 모형에 안테나를 

맞출 수 있으며, 원하는 구조나 치에 원하는 특성을 

갖는 안테나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층형의 구조

로 다 역 특성을 구 하면서 기 의 비유 율이나 

두께를 변화시켜 소형화나 더 넓은 역폭을 갖는 안

테나를 설계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향후 활용도가 높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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