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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된 타원형 도체평  부를 갖는 포물선 반사  
안테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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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안된 지향성 펜슬빔 안테나는 곡된 타원 도체평 을 갖는 도  부와 포물형 곡면 반사 으로 구

성되어 있다. 반사  뒤에서 삽입된  도 의 종단 부근 벽에 치한 두 개의 사각형 개구는 반사  

에 치하며, 곡된 타원 평 으로 자  에 지를 방출시킨다. 이 평 은 자  에 지를 일차 반사

시키며, 주 반사 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도  종단에 치한 두 사각형 개구는 안테나 시스템의 임피

던스 정합을 해서 안쪽으로 돌출된 탭을 가지는데, 탭의 형태는 잘려진 타원형이다. 제안된 포물형 반사

안테나의 반사 의 직경은 400 mm, 촛 은 134.23 mm 이며, 사용 심주 수 16.5 GHz에서 안테나이득은 

33.68 dBi, 3 dB 빔폭은 3.3 °, 반사손실 -15 dB 사용 역폭은 1.0 GHz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 HFSS-IE를 

사용하여 검증하 다.

ABSTRACT

The proposed directional pencil beam antenna consists of a waveguide feeder with bended elliptical conductor plate feed and a parabolic 

curved reflector. Two rectangular apertures located at the broad wall near the end of the feed waveguide inserted from behind the reflector are 

located at the focus of the reflector and emit electromagnetic energy with bended elliptical conductor plate. This plate is designed to reflect 

electromagnetic energy primarily and to face the main reflector. The two rectangular apertures located at the waveguide end have inwardly 

protruding tabs for impedance matching of the antenna system, the shape of the tabs is a truncated oval. The proposed parabolic reflector antenna 

has a diameter of 400 mm and a focal length of 134.23 mm. The antenna gain is 33.68 dBi at the center frequency of 16.5 GHz, the beam width is 

3.3 ° and the reflection loss is –15 dB. Using the HFSS-IE, simulation results  are performed to validate the proposed anten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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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향성 마이크로  안테나는 추 용 이더 시스템 

 성 방송, 통신, 감시 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특별히 채택되어진 펜슬 빔 패턴을 제공한다. 특히 

이더  성에서 사용하는 안테나는 통상 으로 

고해상도를 달성하기 해 상 으로 높은 이득과 

좁은 빔폭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성능을 갖

는 구경 안테나는 반사기 는 어 이로만 만들 수 

있으며 반사기는 어 이보다 훨씬 간단하다. 이 어

이는 많은 응용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유도를 

 수 있지만 충분한 공간과 느린 스캔 속도를 가져

도 무방한 경우 반사기는 어 이보다 우수한 설계를 

할 수 있다. 한 어 이는 정교한 피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반면, 반사기는 피드 네트워크로 간단한 

피드와 여유 공간을 필요로 한다[1-2]. 

고이득과 좁은 빔폭을 갖는 펜슬 빔 패턴의  가장 

일반 인 형태는 마이크로  반사경 안테나 시스템이

며 그림 1(a)와 같이 포물형 반사 과 반사 의 

에 치한 원형 는 피라미달(Pyramidal)  혼으

로 구성되어 있다. 안테나 시스템은 포물형 반사 에

서 얻어진 에 지가 포물형 반사  개구면에서 상

차 없이 테이퍼링 분포되어 주어진 방 각과 고각 방

향으로 펜슬 빔(Pencil beam)을 생성한다. 이러한 안

테나는 고지향성  고이득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혼을 지지하는 삼각 는 사각 구조물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단 을 가지며, 한  혼이 

있는 지 까지 이블 는 도 을 연결해야 하며 

이러한 구조물은 반사  개구면의 자  에 지를 

차단하여 원거리 빔 패턴이 원치 않는 부엽  증가 

같은 문제 이 나타난다[1-3].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그림 1(b)와 같

이 반사 의 후미에서 삽입하여 심에서 부까지 

도 으로 연결하고 도 의 끝 부분에 개구를 가

지도록 한다. 그 도  는 유 체에 의해 지지되는 

스 래시(splash) 평 은 반사 으로 자  에 지를 

반사시키는데 효과 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다[4-9]. 이러한 안테나 시스템은 이더  성 

방송  통신에 사용되는 TWT  클라이스트론 등

의 송신 이 안테나에서 반사되는 에 지에 무 민

감하기 때문에 반사 손실 즉, VSWR(: Voltage 

standing wave ratio)이 낮아야 한다. 지향성 마이크

로  안테나의 일반 커틀러(Cutler) 부는 상

으로 높은 VSWR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로웨이  

통신 시스템의 송신부 안으로 상당한 에 지를 반사

시키고 있다. 이 반사된 에 지는 송수신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제약이 되며, 이더시스템의 자동 주 수 

제어회로는  반사된 방해신호의 불규칙 인 상 때

문에 원하는 신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 

   

 (a)                     (b)

그림 1. 포물형 반사  안테나 : (a) 일반 혼 형 
(b) 자체 지지 를 갖는 부 형

Fig. 1 Parabolic reflector antenna  : (a) Conventional 
feed horn type (b) Self supported feed type

이와 같이 커틀러 부와 연 되어진 반사에 지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서 안테나 도 내에 동

조 스터 를 삽입하여 안테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이 일반화 되어 왔다.  이러한 동조 스터 의 치가 

주 수에 따라 민감하여, 일반 커틀러 부 시스템

을 개선한 동조 커틀러 시스템이 출 되었다고는 하

나, 시스템이 무 역인 단 을 여 히 갖고 있

다. 더욱이 포물형 반사  치가 한 곳에서 다른 곳

으로 조 이라도 바 게 되면 체 으로 시스템의 

반사에 지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 편차는 스터  동

조형 커틀러 부를 포함한 모든 커틀러 부 안

테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지지  도  종단에 치하는 두 개의 사

각형 개구에 임피던스 정합용 탭(Tab)을 추가하 다. 

탭의 형태는 사각 는 잘려진 원형이다[10]. 성능은 

잘려진 원형이 더 우수하나 설계 시 다소 불편한 

이 있다. 

 본 논문은 포물형 반사  안테나에서 타원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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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용 탭을 갖는 도 에 의해 자체 지지되는 곡된 

타원형 평  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부 설

계의 합함을 검증하기 해서 포물형 반사 안테나

의 도체 반사 은 직경 400 mm, 촛  134.23 mm 이

며, 이 반사 의  근처에 부의 곡된 타원형 

평 을 치시키고, 심주 수 16.5 GHz, 역 1GHz

에서 안테나 이득 33 dBi, 3 dB  빔폭 3.3°, 반사손실 

최소 15dB의 성능을 갖는 라볼라 안테나를 설계하

여 상용 Full wave EM 해석 툴인 Ansys사의 

HFSS-IE[11]를 사용하여 검증하 다. 

Ⅱ. 본 론

2.1 제안 구조

그림 2. 제안된 포물형 반사  안테나 구조
Fig. 2 Structure of proposed antenna

그림 2는 제안된 안테나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포

물형 반사 과 곡된 타원형 평 을 갖는 도 으

로 구성되어 있다. 포물형 반사 은 수직 는 수평방

향으로 이더 빔을 주사할 수 있게 피벗 포인트를 

심으로 회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더 

송신기에서 출력되는 자  에 지는  도 을 

통해 안테나 쪽으로 진행되며  도 의 벽 종

단 개구를 통해 방출되고, 곡된 타원형 평  내면에 

1차 반사되어  포물형 반사 의 내부표면 방향으로 

환하고, 자 는 반사 에서 2차 반사된 후 목표물

로 향하게 된다. 목표물로부터 반사된 자  에 지

는 포물형 반사 에 부딪히고 반사 의 에 치

하는 곡된 타원형 평 으로 방향을 환하여 모이

게 되며, 이 에 지들은 도 을 통하여 이더 수신

부로 도달하게 된다. 도  벽 종단부의 두 개구는 

곡된 타원형 평 에 인 해 있고, 이 평 에 의해서 

모아진 에 지는 도 을 여기 시켜 에 지가 수신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에서 필드  P의 직교좌표(x,y,z)에 방향 코

사인   sin  cossin  sin 을 도입하여 

반사  안테나의 개구면 계분포에 한 복사장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그림 3. 반사  안테나의 좌표계
Fig. 3 Coordinates of parabolic reflector antenna

 
exp (1)

 P에서 복사장 세기   과 개구에서 분포

함수    간에  푸리에 변환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 기호 앞의 항을 무시하면 역 푸리에 변

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p  (2)

여기서 원칙 으로 복소수 복사장에 한 분은 

반사  안테나의 개구를 둘러싸는 폐곡면에 해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거리 복사장의 세기는 

안테나 개구부의 진폭  상 정보를 통해서 측이 

가능하다. 반사  안테나의 개구부의 복사장 분포는 

 혼의 복사 패턴에 의해서 개략 으로  결정되어 

지며 제안된 시스템 경우는 그림 4의 곡된 타원형 

평  부에 의한 복사패턴에 의해서 반사  안테

나의 개구면  계 분포가 결정되고, 이 분포로 부터 

반사  안테나의 원거리 복사패턴을 결정하게 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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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제안된 곡된 타원형 평  부의 상

세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a)는 도  부의 

상측면도로서 상부의 곡된 타원형 평 을 보여주며, 

그림 4(b)는 도  부의 좌측면도로 측면의 

곡된 타원형 평 을 보여주고, 그림 4(c)는 타원형 정

합 탭이 용된 두 개의 최 화된 개구를 보여주는 

도  종단의 정면도 이다.

   

          (a)

(b)                        (c)

그림 4. 곡된 타원형 평  부 : (a) 상측면도 
(b) 좌측면도 (c) 정면도

Fig. 4 Bended elliptical conductor plate feed (a) Top 
view (b) Left view (c) Front view

 심주 수 16.5GHz에서 안테나 시스템에 사용된 

도 의 내부 폭 a는 12.594 mm, 높이 b는 5 mm 

이며, 두께 d는 1.0 mm이며, 도  길이 는 실제 

포물형 곡면의  길이 F인 134.23 mm 보다 커야 

하지만 부 설계를 한 모의실험에서는 길이를 

50.0 mm로 채택하 다. 도  종단의 두 개구는 종

단으로부터 1.0 mm 간격을 두고서 높이 3.61 mm, 폭 

12.594 mm 이다. 이 논문에서 잘린 타원형 정합 탭은 

도  폭의 심에 치하며, 그림 4(c)의 정면도에 

잘 나타나 있다. 타원의 심은 도  종단으로부터 

6.15 mm이며, 장축은 16.6 mm이고, 단축은 4.8 mm 

이다. 

곡된 타원형 평 은 그림 4(a)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도  종단에 치하며, 장축 
′이 30.0 

mm, 단축 가 18.0 mm인 타원형 평 이며, 이를 도

의 양 끝에 맞추어 곡 각도   18.0 °로 굽혔다. 

상측면도에서 평 의 폭 
′는 28.8743 mm이고, 좌측

면도에서 평 의 높이 는 7.1074 mm이다. 이 평

의 기능은 E-면의 빔을 반사 으로 집 시키는 기능

을 한다. 

2.2 부의 모의실험 결과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Freq [GHz]

-27.50

-25.00

-22.50

-20.00

-17.50

-15.00

-12.50

-10.00

-7.50

dB
(S

(1
,1

))

HFSSDesign2XY Plot 5 ANSOFT

Curve Info
dB(S(1,1))

Setup1 : Sweep

그림 5. 부의 반사손실 : 

Fig. 5 Return loss of feed : 

그림 5는 에서 제시된 치수를 사용한 곡된 

타원형 평 을 갖는 도  부를 HFSS [12-14]

를 활용하여 모의 실험한 반사손실과 련된 산란계

수 (S11 : 반사계수)를 주 수 역 12.0 GHz ～ 20.0 

GHz 하여 도시하 다. 사용 주 수 역 16.0 GHz 

∼17.0 GHz 체뿐 만아니라 12.5 GHz ～ 20.0 GHz

에서 15dB이하로 우수한 반사손실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산란계수를 식 (3)을 활용하여 dB 단 로 표

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입시 력,   반사 력

을 나타낸다.

  ×


(3)

    (4)

식 (4)를 활용하여 심주 수 16.5GHz에서 반사손

실 18.65 dB를 실수로 계산하면 0.0136이며, 입사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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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약 1.36% 반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압정재 비(VSWR : Voltage Standing 

Wave Ratio)는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반사계수이며, 심주 수 16.5GHz에

서 VSWR은 약 1.027 이다.

 

 0.00 125.00 250.00 375.00
Phi [deg]

-40.00

-30.00

-20.00

-10.00

0.00

10.00

20.00

dB
(G

ai
nP

hi
)

HFSSDesign2E-plane Pattern ANSOFT

m1

m2

Curve Info
dB(GainPhi)

Setup1 : LastAdaptive
Freq='16.5GHz' Theta='0deg'

dB(Gain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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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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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GainPhi)
Setup1 : LastAdaptive
Freq='16.5GHz' Phi='90deg'

Name X Y
m1 -90.0000 10.3676
m2 -162.0000 -0.0039

Name Delta(X) Delta(Y) Slope(Y) InvSlope(Y)
d(m1,m2) -72.0000 -10.3715 0.1440 6.9421

(b)

그림 6. 곡된 타원형 평  부의 복사패턴 : 
(a) E-평면 빔패턴 (b) H-평면 빔패턴

Fig. 6 Radiation patterns of bended elliptical 
conductor plate feed (a) E-plane beam pattern (b) 

H-plane beam pattern

그림 6은 곡된 타원형 평  부의 복사패턴을 

나타내며, 심주 수 16.5GHz에서 이득은 10.37 dBi 

이다. 그림 6(a)는 E-면의 복사패턴을 도시하 으며, 

이 패턴에 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개의 개구와 곡

된 타원형 평 의 장축의 크기와 곡 각도에 의해서 

향을 많이 받는다. 포물형 반사  안테나의 성능에 

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10 dB 빔폭은 114°이다. 이 

폭이 좁으면 안테나 시스템의 E-면 빔폭은 조  확

되고, 부엽 는 내려가며, 그리고 안테나 이득 한 

조  내려간다. 

그림 6(b)는 H-면의 복사패턴을 도시하 으며 

10dB 빔폭은 144°이다. 이 패턴에 향을 주는 요소

는 두 개의 개구와 타원형 평 의 단축 크기에 의해

서 향을 많이 받는다. 

2.3 포물형 반사  안테나의 모의실험 결과

지향성 펜슬빔 안테나의 포물형 반사  설계는 다

음 식 (6)을 활용한다.

   (6)

여기서 F는 반사 의 이다.

그림 7. 용된 포물형 반사  구조
Fig. 7 Geometry of applied parabolic reflector

그림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논문에 용된 반사

의 직경은 400.0 mm, 깊이는 74.5 mm, 은 

134.23 mm 이다. 을 좌표계의 심과 일치시키

며, 이 지 에 곡된 타원형 평  심을 치시킨

다. 앞에서 HFSS를 이용하여 구한 곡된 타원형 평

 부에 의한 그림 6의 복사패턴을 가지고 그림 

7의 포물형 반사  안테나에 하여 HFSS-IE를 활

용하여 모의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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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FSS-IE에 의한 포물형 반사 에서 류 
분포

Fig. 8 Current distribution on the proposed parabolic 
reflector antenna using HFSS-IE

그림 8은 포물형 도체 반사 의 류분포 크기를 

도시하 다. 이 포물형 반사  류 분포에 의한 반사

 안테나의 복사 패턴은 HFSS-IE로 모의 실험하여 

그림 9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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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1 : LastAdaptive
Freq='16.5GHz' Phi='0deg'

Name X Y
m1 90.0000 33.6341
m2 97.5000 10.0309
m3 91.5000 31.0790

Name Delta(X) Delta(Y) Slope(Y) InvSlope(Y)
d(m1,m2) 7.5000 -23.6032 -3.1471 -0.3178

(b)
그림 9. 제안된 포물형 반사  안테나의 복사패턴 : 

(a) E-평면 빔패턴 (b) H-평면 빔패턴
Fig. 9 Radiation patterns of the proposed parabolic 
reflector antenna (a) E-plane beam pattern (b) 

H-plane beam patternFig.

그림 9는 E-평면과 H-평면 원거리 복사 빔 패턴

을 도시한 것으로 안테나의 이득은 33.68 dBi이다. 그

림 9(a)는 반사 안테나의 E-평면 복사 패턴이며 3 

dB 빔폭은 약 3°이며, 첫 번째 부엽 는 25.80 dB

이고, E-평면 주엽에 더가 나타난다. 이는  도

의 종단에 두 개의 개구가 도 을 심으로 나

어 있기 때문이며, 한 곡된 타원형 평 의 향

을 받은 효과이기도 하다. 그림 9(b)는 안테나의 H-

면 복사 패턴이며 3 dB 빔폭은 약 3.3°이며, 첫 번째 

부엽 는 23.60 dB이다. 

그림 10은 포물형 반사  안테나의 3차원 이득 패

턴으로서 펜슬 빔 형상이다.

그림 10. 제안된 반사  안테나의 3차원 이득 패턴
Fig. 10 3D gain pattern of the proposed antenna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포물형 반사  안테나의 혼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거하기 하여 곡된 타원형 

평  부를 도입하 으며, 부의 종단에 두 개

의 개구를 내어서 자  에 지가 분출되어 곡된 

타원형 평 에서 반사되어 포물형 반사 에 입사되도

록 하 다. 이때 곡된 타원형 평 을 지지하는 도

에서 반사손실을 개선하기 해서 타원형의 정합 

탭을 용하 으며, Ansys사 HFSS로 모의실험한 결

과 –15 dB 이하 반사손실 역폭은 12.5 GHz에서 

20GHz이상 까지로 역 특성을 나타냈다. 제안된 

곡된 타원형 평  부를 포물형 반사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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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사  직경 400 mm, 반사  깊이 74.5 mm,  

134.23 mm 용하여 모의실험한 결과 안테나 이득 

33.68 dBi이며, E-면 3 dB 빔폭은 약 3°이며, 첫 번째 

부엽 는 25.80 dB이다.  그리고 H-면  3 dB 빔폭

은 약 3.3°이며, 첫 번째 부엽 는 23.60 dB이다. 

향후 과제는 개구에 이물질 방지 테 론 테이 가 

용된 상태에서 반사손실 특성을 개선하며, E-면 복

사패턴에서 부의 상 심을 고려하여 주엽 

더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제작한 후 실험된 결과와 비

교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 자통신학회 철 종

합학술 회 발표논문을 확장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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