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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Ku-band antenna that can be mounted on UAV. A proposed antenna structure has 
small size and light weight. It is considered long distance communication environment(LOS) and equipped UAV. 
Proposed antenna is designed 16×2 aperture coupled microstrip patch array antenna for high gain characteristics. In 
the measurement results, VSWR is less than 1.5 and the gain is over 21dBi in the bandwidth. Mechanical 
specifications of antenna assembly are φ250×200mm of size and 3kg of weight.

Key Words : Aperture Coupled(개구면 결합 ), Microstrip Array Antenna(마이크로스트립 배열 안테나),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LOS(Line Of Sight, 가시거리), VSWR(Voltage Standing Wave 
Ratio, 정재 비)

1. 서 론

   사회에는 무인화 장비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군수분야에서는 무인 항공기가 표 인 사례이

다.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 인 투를 해 다

양한 무인 항공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감시․정찰용 

무인 항공기에서 공격형 무인 항공기 등으로 기술개

발이 격히 발달하고 있다. 무인기의 운용 범 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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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원거리에서도 운용 가능하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송,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 이다. 지

상 장비와 안정 으로 용량의 데이터를 송, 수신하

기 해서는 고이득의 안테나가 필요하다. 아울러 무

인 항공기의 제한 인 공간  무게 등에 의해 소형, 
경량 구조의 안테나가 요구된다. 원거리 통신  제한

인 물리  특성을 극복하기 해 사용 주 수의 선

택은 매우 요하다. 낮은 주 수 역에서는 원거리 

통신을 확보하기 쉽지만, 제한 인 물리  특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 높은 주 수 역에서는 원거리 특성

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물리  특성을 확보하기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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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용이하다. 해외 선진사의 경우, X 역  

Ku 역에서 운용하는 UAV용 데이터링크 장비를 많

이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나는 Ku 역에서 동작하

는 개구면 결합 구조의 마이크로스트립 배열 안테나

를 방사체로하고 수평방향으로 회 하는 1축 구동부

를 결합한 안테나를 설계, 제작하 다.[1]

2. 본 론

2.1 안테나 규격  고려사항

  무인 항공기에 탑재하기 해 크기  무게가 제약

됨에 따라 경량화된 안테나 구조가 요구되며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안테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antenna design

항목 단 규격

주 수 Hz Ku 역

정재 비 - 2:1 이하

이득 dBi 21 이상

편 - 수직 선형 편

구동부 특성 - 1축 구동

크기 mm φ250×202

무게 kg 3.5 이하

2.2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해석

  일반 인 개구면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개구면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부

(Feed Line)과 패치(Radiator) 사이에 그라운드  슬롯

이 치한다. 부에 인가된 력은 슬롯을 통해 커

링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패치에 력을 달

하여 방사(Radiation)하는 원리로 동작한다.
  개구면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의 등가회

로는 Fig. 2와 같다.
  부와 패치 사이에 있는 그라운드의 슬롯의 모델

은 N:1 임피던스 변환기와 병렬 LC 회로(Lap, Cap)로서 

등가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2]. N:1 임피던스 변환기는 

그라운드 면에 치하는 슬롯을 통해 발생하는 커 링

에 의한 패치 안테나의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LC회로

(Lap, Cap)는 부와 패치 사이의 개구면 결합에 의한 

커 링 효과를 나타낸 등가회로이다. 패치의 양 끝단

에 존재하는 린징 필드 효과는 RC 회로(Cfring, Rrad)
로 나타낼 수 있다.

   Fig. 1. Aperture coupled microstrip patch antenna 

structure

   Fig. 2. Aperture coupled patch antenna equivalen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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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회로의 공진회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Lap, Cap는 동작 주 수(f0)에서 개구면을 통해 발생

하는 커 링 효과를 나타내는 인덕턴스 성분과 캐패

시턴스 성분을 의미한다.
  린징 필드 효과를 나타내는 RC 회로(Cfring, Rrad)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2)

  Cfring는 패치 끝부분에서 발생하는 린징 필드의 캐

패시턴스 성분을 나타내며, B는 린징 필드에 의한 

서셉턴스를 나타낸다. B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3)

  ΔL은 린징 필드에 의해 기 으로 증가하는 패

치의 길이(L)를 의미하며, H는 방사패치와 그라운드의 

높이를 의미한다. εeff는 유효 유 율을 나타낸다. 각각

의 라미터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4)

 

 


  
 



 (5)

  Rrad은 린징 필드의 항이며 이는 곧 방사 항을 

나타낸다. Rrad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6)

  G는 방사 항의 컨덕턴스이며, 컨덕턴스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7)

  λ0와 η0는 각각 공기 의 장과 임피던스를 나타

낸다. Z0는 특성 임피던스를 나타내며 이를 구하는 식

은 다음과 같다.

 


ln








 (8)

  린징 필드를 고려한 등가회로를 해석하여 구한 일

반 인 마이크로스트립 패치의 길이(L)과 폭(W)은 다

음 식과 같다.

 


  (9)



 






 




 (10)

  fr(동작 주 수), εeff(유효 유 율), ε0(공기 의 유

율), μ0(공기 의 자화율), v0(빛 속도), ΔL( 린징 필

드에 의해 추가되는 기  길이)의 라미터로 구성

된다.

2.3 배열 안테나 해석

  배열 안테나는 Array Factor(AF)와 배열되는 단일 안

테나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배열 안테나의 방사패턴은 

Array Factor에 의한 패턴과 단일 안테나의 패턴의 조

합으로 형성된다[1]. 단일 방사체 간의 거리가 일정하

며 각각의 방사체에 동일한 진폭을 시키는 선형 

배열 안테나의 AF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11)

  N은 배열하는 소자 숫자이며 d는 소자 간의 거리, 
β는 각 소자 간의 상차를 의미한다.
  배열 안테나의 방사패턴은 Array Factor와 단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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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방사패턴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다음 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E(total) = E(single element) × Array Factor (12)

2.4 안테나 설계

  제안된 안테나는 개구면 결합 구조의 마이크로스트

립 패치 안테나의 기본 구조를 갖는 16×2 배열 안테

나로 설계하 다. 안테나는 240mm × 45mm × 10.5mm
의 크기로 설계하 으며 설계 외형은 다음과 같다.

Fig. 3. Configuration of proposed antenna

  방사체의 x-y 평면(A-point)에 한 세부 그림은 다음

과 같다.

Fig. 4. Detail view of antenna structure(A-point)

  제한된 크기 내에서 설계 목표 이득인 21dBi 이상

을 만족하기 해 배열 소자의 간격과 배열 소자에 

입력되는 력의 진폭은 동일한 구조로 설계하 다. 
안테나 설계 시 구동축의 증가는 무인 항공기 장착 

시 제한되는 물리  특성을 만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직 방향의 빔폭 30°를 확보하며 이득을 유지하기 

해 x축 방향으로 방사패치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배

열 방법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0.5λ의 방사체 간격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이득을 높이기 

해 방사체 간의 거리는 약 0.7λ를 사용하 다. 방

사체의 y-z 평면(B-point)에 한 세부 그림은 다음과 

같다.

Fig. 5. Detail view of antenna structure(B-point)

  안테나의 패치면과 슬롯 사이에 높은 유 율을 갖

는 유 체를 사용하는 경우 단일 방사소자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체 인 안테나의 크기를 일 수 

있다. 안테나의 패치 면에는 패치 에 유 체면을 사

용하여 제작이 용이하도록 설계하 다. 패치와 슬롯 

사이, 슬롯과 부 사이에 유 체를 동시에 사용하

는 경우 제작이 어려운 구조가 된다.
  속도체(외부 하우징)을 사용하여 안테나를 지지함

과 동시에 후방방사를 이고 이득을 높일 수 있도록 

방사체로부터 8.5mm의 간격을 두어 사용하 다.
  안테나 설계  제작에 사용한 유 체 기 은 

TACONIC社의 RF-35TC를 용하 으며 해당 주 수

에 의한 유 체 기  특성을 설계 시 반 하 다, 유

체 기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3].

Table 2. Dielectric properties at 10GHz

항목 단 규격

유 율(εr) - 3.5

Loss Tangent - 0.0011

두께 mm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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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수에 의한 RF-35TC 기 의 유 율과 Loss 
Tangent 값의 변화는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으며, 특히 

주 수에 따른 유 율의 변화 그래 는 유 율 3.5를 

1로 정규화하여 나타내었다.

Fig. 6. Normalized εr VS Frequency

  Loss Tangent 값은 최소 0.0008에서 최  0.0012까지 

변화하며 은 손실값을 나타낸다.

Fig. 7. Loss tangent VS Frequency

Fig. 8. Structure of power divider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방법에는 크게 직  

 방식과 간   방식이 사용된다. 직  을 

사용하는 경우  선로 간의 커 링 효과와  

선로에 형성되는 류 분포에 의한 방사 때문에 안테

나의 특성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향을 최소화하

기 해 제안된 안테나는 간   방식을 용하

다. Fig. 8은 간  을 한 력 분배기의 형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력 분배기는 실수부의 임피던스를 연결하기 해 

구성이 간단한 단일 λ/4 임피던스 변환기 구조를 

용하여 설계하 다[4]. λ/4 임피던스 변환기의 라인 임

피던스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13)

  Z1은 λ/4 임피던스 변환기의 임피던스이며, Z0와 ZL

은 연결하는 라인의 임피던스이다.
  이 시작되는 부분과 안테나 패치에 커 링 시

키는 부분에서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고려하여 설계

하 다. 부에서 두 개의 라인으로 분기되는 부분

의 임피던스는 병렬이기 때문에 100Ω이 되고 이 때 

50Ω 라인과 연결하기 해 70.7Ω의 λ/4 임피던스 변

환기가 추가된다.

2.5 안테나 제작  성능 측정 결과

  제작된 안테나의 외형은 다음과 같다.

Fig. 9. Fabricated antenna structure

  안테나 구조물을 결합하기 해기구 으로 볼트체결 

방식을 사용하 다.
  패치 기 과 부  슬롯 기 사이의 간격을 유

지하기 해 외곽 테두리와 동일한 크기의 랜지를 

사용하 다. 안테나 조립 시 틀어짐을 방지하기 해 

안테나 성능 하 최소화를 고려하여 안테나 패치 면

의 간에 3개의 볼트를 체결하 다. 공기층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외곽에 볼트가 체결되는 부분에 높이가 

있는 기구 구조물을 덧 어 사용하 다.



무인 항공기 탑재용 Ku 역 안테나에 한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7권 제1호(2014년 2월) / 55

Fig. 10. Antenna structure drawing

  안테나의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한 그

림은 다음과 같다.

 Fig. 11. Return Loss of simulation and measurement 

results

  시뮬 이션은 CST社의 MW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심 주 수의 이동  정재 비의 변화는 시뮬

이션 모델링과 실제 제작하 을 때 기구물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역폭 내에서 측정 

결과를 기 으로 정재 비 1.5 이하를 만족한다. 배열 

소자와 력 분배기의 임피던스 정합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시뮬 이션  측정된 안테나의 방사패턴 결과는 

Fig. 12와 같다.
  분석한 주 수는 fL, fC, fH이며, fC는 심 주 수, 
fL과 fH는 역폭 내 낮은 주 수와 높은 주 수를 

의미한다. 주 수 역에서 21dBi 이상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6×2 배열 구조에 의해 수직 방향

(Elevation)의 빔폭(E-plane 방사패턴 참조)이 상 으

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폭 내

의 체 인 안테나 이득과 H-plane의 부엽 벨이 시

뮬 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실제 제작 시 안테나를 구성하고 있는 기구물

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로 추정된다.

(a) At frequency fL(simulation and Measurement)

(b) At frequency fC(simulation and Measurement)

(c) At frequency fH(simulation and Measurement)

Fig. 12. Radiation pattern for each frequency

  제안된 안테나의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 결

과는 제안된 안테나 규격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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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ng simulation and measurement results

항목 시뮬 이션 측정

주 수 역 Ku 역

정재 비 1.53 이하 1.45 이하

이득

fL 22.76 dBi 21.6 dBi

fC 23.02 dBi 21.8 dBi

fH 23.12 dBi 22.1 dBi

편 수직 선형 편 수직 선형 편

  방사체와 구동부를 포함한 안테나의 체 인 형상

은 다음과 같다.

Fig. 13. Assembled antenna structure

  제작된 안테나의 크기는 φ250×200mm이며, 무게는 

3kg 이다. 안테나의 장착부는 원통형으로 무인항공기

의 상부와 하부에 모두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다.

3. 결 론

  무인 항공기에 장착 시 무게와 장착 면  등이 제

한되기 때문에 소형, 경량 구조의 안테나가 요구된다. 
안테나의 구동축을 최소화하여 물리 인 제한 을 극

복하고 안테나 방사체를 설계하여 무인 항공기 장착

성을 확보하는 안테나 설계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

라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의 수평방향으로 1축 회 이 

가능하며, 마이크로스트립 배열 구조를 사용하여 소

형, 경량화된 안테나 구조를 제시하 다. 장착 구조가 

간단하며 고이득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LOS(Line Of 
Sight) 통신 환경에서는 원거리의 통달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인 항공기에 용이 가능한 

구조로 단된다.

후        기

  본 논문은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계약 과제를 수행하

며 발생된 결과로 보안에 배되는 세부 내용은 삭제

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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