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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인항공기용 안테나 기술 동향
이 왕 상

경상대학교

[그림 1]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개요(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서  론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서 제23
회 동계 올림픽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올
림픽 경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적극 활용되어 ‘ICT 올림픽’이라 불리기도 한다. 세계 최초
로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비롯한 사물인터넷 기
술, 인공지능(AI) 안내 서비스, 초고화질(UHD) 중계방송, 가
상형신(VR)과 증강현실(AR)를 이용한 중계 및 체험, 자율주
행차와 로봇 도우미, 3D 입체영상을 이용한 홀로그램 서비
스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인텔 드론 라이트 쇼는 1천 218
대의 드론 편대비행을 통해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연출하여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5년부터 시작
된 인텔 드론 쇼는 10여 개국의 다양한 주요 이벤트에서 소
개될 정도로 무인항공기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응용분야를

개척하였다.
최근 미국 방산전문 컨설팅 기업인 틸 그룹(Teal Group)

에 따르면, 군수용 무인항공기 시장은 2016년 72억 달러(약
7조 7천억 원)에서 2026년 117억 달러(약 12조 4천억 원)로
연평균 5%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 항공청
(FAA)은민수용무인항공기시장이 2016년 43억달러(약 4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112억 달러(약 11조 9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현재 무인항공
기 시장의 대부분은 군용이지만, 향후 민간시장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16년 무인항공기 시장 점유
율 71%에 달하는 미국에 비해 2.7% 불과한 국내 환경을 고
려하여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2026년까지 4조 1천억 원의
시장 규모와 세계 상위 5위권 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림 1]과 같이, 관련 로드맵에 따르면 장애물 탐지 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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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중량(항공법 기준) 비고(유인 비행체)
대형 무인항공기

(Large UAV)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
정 또는 자율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 600 kg 항공기

중형 무인항공기

(Medium UAV)
150 kg <최대이륙중량 <600 kg 경량항공기

무인동력

비행장치

중소형 UAV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 kg 이
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25 kg <자체중량< 150 kg
초경량비행장치소형 UAV 2 kg <자체중량< 25 kg

초소형 UAV 자체중량 < 2 kg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무인 비행체(UAV)에 통제체계(원격조정장치, 데이터링크 등)와 지원 장비 등을 포함시킨 것

<표 1> 항공법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구분

소형․경량화․저전력화 연구 및 다종 센서간 융․복합을

통한 ‘탐지 및 인식 성능향상 기술’, 소출력 신호로 다수의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비면허 대역 무선통신 기술’, 방해
전파신호에 대응하고, 무허가 무인항공기 운용을 막기 위한
‘항재밍 및 다중 재밍 기술‘, 무인항공기 스스로 주어진 임
무의 종류․중요도․우선순위 등을 판단하고,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자율이동기술’ 등을 개발한다[1].
무인항공기는 운용고도에 따라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무인항공기로 분류되며, 형식에 따라 고정익, 회전익, 유인
전환 무인기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 용도로는 군사적 용도
로 적군의 감시 및 정찰을 위한 임무에서 재난, 치안, 교통, 
산림, 탐사, 관측, 방송, 농업, 통신 중계 등 최근 민간/공공
용으로 그 활용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제어 및 정보 전송을 송수신 위해서는 통신 시스템 및 그에

따른 안테나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무인항공기의 원격제어 및 임무수행을 위한 무

인항공기용 최신 안테나 기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스마트 무인항공기에 대한 정의, 원격제어
를 위한 활당된 주파수대역 및 활용 현황을 기술하고, 3장
에서는 무인항공기용 안테나 설계 시 고려사항과 최신 무인

항공기용 안테나 기술 동향을 살펴보며, 4장에서 결론을 맺
고자 한다.

Ⅱ. 스마트 무인항공기 개요

2-1 스마트 무인항공기 정의

무인항공기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인기 용어 사용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6년 12월 무인항공기 시스템 - 제1부: 분류 및 용어 국
가표준인 KS W 9000을 제정하였다. 표준에 따르면, 무인항
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
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정 또는 자율로 비행할 수 있는 항
공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중량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된다. 무인항공기시스템(Un- 
manned Aerial Systems: UAS)은 무인항공기(UAV)에 통제 체
계(원격조정장치, 데이터링크 등)와 지원 장비 등을 포함시
킨 것을 말한다. 무인항공기의 최대 이륙중량, 운용고도, 조
정방식, 이착륙 방식, 에너지원 및 운동 에너지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장비가 탑재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2].
최근 지능형 기술의 발달로 자동/자율비행 기술 및 다중

화 기술개발로 사고율 및 운용 비용을 감소시키고, 충돌 감
지/회피 기술개발로 비행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스마트 무
인항공기가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
원(KARI) 주관기관이 지난 2002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9년 9개월의 사업기간으로 틸트로터 스마트 무인기를 시범
비행하고, 개발을 완료하였다. 센서 정보 수집,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및 데이터 송수신, 통신 중계 등의 다양한 임무 수
행을 위한 스마트 무인항공기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3].

2-2 무인항공기의 원격제어

무인항공기의 특성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원격 조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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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내용 비고

전용 주파수

대역

5,030～5,091 MHz
(61 MHz BW)

국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공

통

통신 방식
시분할복신방식

(Time Division Duplex: TDD)
주파수 대역폭 5 kHz
점유주파수

대역폭
< 1,100 kHz

안테나 공급전력 20 dBm/kHz, ≤ 10 watt

<표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22조 무인항공
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그림 2] 스마트 무인항공기 활용 예(출처: 독일 SmartX Tech- 
nology Inc.)

는 자동 조종 시 무선통신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무선통
신 방식은 블루투스, Wi-Fi, 셀룰러 시스템, 위성통신 등이
있다[4],[5].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무인항공기는 주로
공업, 과학,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비면허 ISM 대역인 2.45 
GHz 또는 5.8 GHz 대역을 사용함에 따라, 전파혼신으로 인
한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오동작 등 상호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전파 간섭으로 무인항공기의 오동작을 방
지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의 세계전파통신
회의(WRC)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제어용 신규주파수가 분
배되었다. WRC-12에서 지상에서 무인항공기 제어를 목적으
로신규주파수(5,030～5,091 MHz)가분배되었으며, WRC-15에
서는 이동통신, 과학, 위성, 항공, 해상 등의 분야에 위성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제어용 주파수(12.2～12.75 GHz, 29.5～
30 GHz)가 분배되었다.
국내에서도 무인항공기 지상제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에 항공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8
호)을 <표 2>와 같이 개정하였다[6].

2-3 무인항공기의 활용 현황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산업 및 일상생활 환경에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무인항공기의 응용분야는 임무수행
반경에 따라서 크게 가시권(Line-of-Sight: LOS)과 비가시
권(Beyond-Visual Line-of-Sight: BVLOS)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스마트 무인항공기의 기동성과 무선인식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재고관리, 인프라 모
니터링 등에 활용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활용
을 위해서는 무인항공기 내 다양한 무선 송․수신 안테나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Ⅲ. 무인항공기용 안테나 기술 동향

3-1 무인항공기용 안테나 설계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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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무인 항공기간 데이터처리량(출처: 참고문헌 [7])

[그림 3] 무인항공기 WiFi 프로토타입(출처: 참고문헌 [7])

재난환경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통신링크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안테나를 항공기의 한쪽 면에 설치
하여 무인항공기 WiFi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7]. 
무선 신호는 무인항공기의 본체에 의해 혹은 회전 중에 쉽

게 차단된다. 따라서, 지향성 안테나를 활용하여 무인항공
기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장거리에서 무인항공
기간의 통신 링크 성능은 [그림 4]와 같이, 바람의 영향으로
민감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배터리 수명, 전송거리, 비행 등의 특성에 따라, 무인항공

기 성능이 좌우됨에 따라, 무인항공기용 안테나 설계 시 다
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요구된다. 첫 번째, 공기저항을 경감
시키고, 경량화를 위해서는 안테나 소형화 설계가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특히, 높이가 낮은 구조(low-profile) 설계는 무
인항공기를 일정한 비행고도에서 운용 시 공기역학적인 구

조에서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게 된다. 둘째로, 안테나 장착
의 용이함과 균형 특성을 가져야 한다. 실제 안테나를 무인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기구 구조물이 추가

되거나, 항공기에 내장 시 좌우 균형을 갖도록 설계함에 따
라, 무인항공기 하중을 증가시켜 운용시간을 경감시키는 단
점을 갖게 된다. 셋째로, 지상기지국과의 통신 혹은 센서의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넓은 빔 커버리지를 갖는

안테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인항공기의
안테나 배치 및 방향에 따라, 편파 부정합에 의한 편파손실
은 신호 감쇄를 발생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형편파가
선호된다. 일반적으로 원형편파 안테나는 급전회로 및 안테

나 소자의 추가로 인하여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공기역학
구조, 무게, 크기 등의 제약을 갖는 무인항공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는다. 

3-2 최신 무인항공기용 안테나 개발 현황

<표 3>은 최신 무인항공기용 안테나를 개략적으로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무인항공기의 제어 및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와 무인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한 레이다 센서

및 무선인식 모니터링용 안테나가 개발되고 있다[8]～[23].

3-2-1 무인항공기용 평면형 안테나 설계

일반적으로 모노폴 와이어 안테나는 무지향성 방사패턴

을 갖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소형의 무인항공기에 설치 시, 모노폴의 긴 길이로 인하여
항공기 동체 주변의 기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무인항공
기용 안테나는 무지향성 방사패턴을 가지며, 높이가 낮은
평면형 안테나가 개발되고 있다. [그림 5]에서는 최근 개발
된 무인항공기용 평면형 안테나 종류들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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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작주파수
대역폭

(VSWR=2) 최대이득 편파
반전력빔폭

(E평면/H평면) 빔 개수 물리적인 크기 주요 특징
관련

자료

UAV 
무선통신용

안테나

0.5 GHz 11 MHz 4.8 dBi 수평편파 110⚪/100⚪ 1 160×50×30 mm3 접힌 스트립으로 커

패시터 부하 형성
[8]

2.41 GHz 300 MHz 0 dBi 이중편파 40⚪/360⚪ 2 55×40×1.1 mm3 Hexaferrite 기판을 통
한 소형화

[9]

0.95 GHz /
1.5～2.7 GHz

40 MHz /
1,179 MHz

0.9 dBi 
3.9 dBi 수직편파 -/360⚪ 1 75×75×0.8 mm3 정사각형의 세그먼트

형 루프 구조
[10]

1.09 GHz 21 MHz —0.4 dBi 수직편파 95⚪/360⚪ 1 60×60×8.6 mm3
이중 분할 링 공진기

(DSRR)를 갖는 원형

패치

[11]

1.43 GHz 13 MHz 1.0 dBic 원형편파 60⚪/360⚪ 1 35×35×5 mm3 4개의 호를갖는안테
나 구조

[12]

0.7 GHz 20 MHz 5 dBi 선형편파 30⚪/360⚪ 1 600×600×18 mm3 Low-profile 고차모드
의 원형패치

[13]

2.41 GHz 50 MHz 2.6 dBi 수직편파 130⚪/360⚪ 1 95×95×3.5 mm3 SIW를 이용한 4개의
혼 안테나 구조

[14]

1.7 GHz 140 MHz 10.7 dBi 수직편파 60⚪/- 3 350×320×0.8 mm3 헬리컬 준-야기 배열

안테나 구조
[15]

0.82 GHz 20 MHz 5.07 dBi 선형편파 - 3 65×10×0.8 mm3 스파이럴 스릿과 L형
Stub를 갖는 모노폴 [16]

2.4 GHz 80 MHz 6.7 dBi 원형편파 60⚪/360⚪ 5 50×50×60 mm3 패치 어래이를 이용

한 Switched 빔포밍 [17]

2.47 GHz 40 MHz 15.5 dBi 선형편파 50⚪/80⚪ Phased 
array 459×161×1.27 mm3 12개의 패치 어레이

구조
[18]

2.4 GHz 255 MHz 11 dBi 수직편파 25⚪/- Phased 
array 38×21×195 mm3 인쇄형 배열안테나를

무인항공기에 내장
[19]

5.5 GHz 300 MHz 24 dBi 수직편파 10⚪/12⚪ Phased 
array - Cavity내의 이중 적층

원형 패치
[20]

UAV 센싱
및

모니터링용

안테나

1.27 GHz 105 MHz 11.2 dBic 원형편파 30⚪/- 1 - 4개의 타원를 이용한
원형편파 Tilted 빔 [21]

0.915 MHz 30 MHz 11.6 dBi 선형편파 30⚪/360⚪ 8 550×550×20 mm3 반구영역의 커버리지

를 갖는 안테나 배열
[22]

35 GHz - 38 dBi 선형편파 3⚪/3⚪ 1 620×420×300 mm3 충돌회피 레이다 [23]

<표 3> 최신 무인항공기용 안테나

[그림 5] (가)에서는 높이가 낮은 구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접힌 스트립으로 그라운드판과 커패시터 부하를 형성시켜

임피던스를 정합시킬 수 있다. 설계된 안테나는 500～511 
MHz의 임피던스 대역폭을 가지며, 안테나 높이는 30 mm 

(0.05 λ0)로 설계되었다[8].
[그림 5] (나)에서는 ±45⚪방향에서 Co2Z Hexaferrite 기판

에 0.8 mm 도체 스트립을 헬리컬로 감아 구성함으로써 안
테나를 소형화하였다. 제작된 안테나는 2.41 GHz에서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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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

가 [8] 다 [10] 라 [11]

마 [12] 바 [13] 사 [14]

[그림 5] 무인항공기용 평면형 안테나(출처: 참고문헌 [8]～[14])

300 MHz의 임피던스 대역폭을 가지며, 안테나 간 22 dB의
격리 특성과 78 %의 방사효율을 갖는다[9].

[그림 5] (다)는 정사각형의 8개 세그먼트로 구성되는 루
프 구조를 이용하여, 안테나가 설계되었다. 설계된 안테나
는 920～960 MHz와 1,567～2,746 MHz의 넓은 대역폭 특성
을 가지며, 무지향성의 방사패턴 특성을 갖는다[10].

[그림 5] (라)는 안테나의 임피던스 대역폭을 증가시키기
위해 7 mm의 공극(air gap)을 가지며, 반경 27.4 mm의 원
형패치 중심에서 급전을 갖는다. 등가 인덕턴스 증가를 위
해 3개의 비아와 이중 분할 링 공진기(Double Split Ring Re- 
sonator: DSRR) 슬랏이 추가되었으며,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
원형 슬랏이 추가되었다. 안테나 크기는 0.218⨉0.218⨉0.31 

λ0를 가지며, SMA 커넥터를 포함한 안테나 무게는 15.7 g이
다. 설계된 안테나는 1.09 GHz에서 20 MHz의 대역폭을 갖
는다[11].

[그림 5] (마)는 4개의 호(arc)를 이용하여 무지향성 원형
편파를 형성하는 L밴드용 안테나로 1,429～1,442 MHz에서
동작하며, 임피던스 대역폭은 13 MHz(0.9 %)이며, 최대 이
득은 1.01 dBic이다. 안테나 크기는 0.16⨉0.16⨉0.03 λ0를 갖

는다[12].
[그림 5] (바)는 TM21 고차모드형성을 위하여 두개의단

락 기둥을 갖는 원형 패치로 구성하여 모노폴에 비해 82 %
가 줄어든 0.042 λ0(18 mm)의 낮은 높이를 갖는 안테나를 설
계하였다. 동작주파수는 700 MHz이며, 원형패치의 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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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5] 나 [16] 다 [17]

바 [20]

라 [18] 마 [19] 사 [21]

[그림 6] 무인항공기용 배열 안테나(출처: 참고문헌 [15]～[21])

45 mm이며, 모노폴과 유사한 방사패턴을 갖는다[13].
[그림 5] (사)는 SIW를 이용한 4개의 혼 안테나 구조를 제

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4개의 H평면 혼 안테나와 소형
화를 위한 4개의 정합 비아로 구성되며, 0.76⨉0.76⨉0.028 
λ0의 안테나 크기를 갖는다

[14].

3-2-2 무인항공기용 배열안테나 설계

넓은 커버리지를 위한 무지향성 단일 빔 안테나의 경우, 
낮은 안테나 이득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와의 데이터 전송

거리가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중 빔을 갖는 무인항공
기용 배열안테나가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기존의 무

지향 안테나 대신에 일정한 영역의 섹터 빔을 스위칭하여

구성하거나, 위상제어를 통한 빔 제어를 통해 넓은 앙각

(elevation)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인항공기
내장을 위하여 소형화 및 경량화 구조가 요구된다.

[그림 6] (가)는 높이가 낮은 4개의 헬리컬 준-야기 구조
안테나를 나타내고 있으며, 70 mm 간격으로 위 안테나 4개
를 선형 배치하여 버틀러 매트릭스를 변형한 빔포밍 네트워

크를 통해 방위각이 133, 180, 227⚪인 3개의 다중 빔을 형성
하였다. 제안된 안테나 시스템은 350⨉320⨉0.813 mm의 크
기이고, 임피던스 대역폭은 1.63～1.77 GHz이며, 최대 이득
은 10.7 dBi를 갖는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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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나)는 무인항공기의 몸체가 갖는 특성 모드를
이용하여 재구성 방사패턴을 형성하였다. 구성된 안테나는
역 F형 프로브와 슬랏 모노폴 프로브로 구성되며, 1대 3전
력분배기를 갖는 급전회로를 통해 포트간 위상차를 통해 전

방, 측면, 후방의 방사패턴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설계된 안
테나의 임피던스 대역폭은 820 MHz 중심주파수에서 슬랏
모노폴과 역 F자형 프로브는 각각 2.5 %와 1.5 %를가지며, 
후방 방사패턴에서 최대 5.07 dBi 이득을 갖는다[16].

[그림 6] (다)는 방위각 360⚪를 커버하기 위해 5개의 2.4 
GHz 원형 패치 안테나를 오각형으로 배치하여 스위칭 빔포
밍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안테나 간 20 dB 이상의 격리 특
성을 가지며, 최대 6.7 dBic의 이득을 갖는다[17].

[그림 6] (라)는 12개의 2.47 GHz 평면형 패치 배열안테나
를 디지털 제어 위상 변환기를 통해 빔 제어를 하였으며, 안
테나 크기는 459⨉161⨉1.27 mm이며, 229 g의 무게를 갖는
다. 임피던스 대역폭은 40 MHz이며, 안테나 간 20 dB 이상
의 격리 특성을 갖는다. 안테나 최대 이득 특성은 낮은 앙각
에서는 15.5 dBi, 70⚪ 앙각에서는 11 dBi이다[18].

[그림 6] (마)는 무인항공기날개에 2.4 GHz ISM 밴드에서 
동작하는 4개의 선형 배열안테나를 내장하여 구성함으로써, 
경량화, 제작비용 절감, 공기저항 저감으로 운용시간 증대
등의 장점을 갖게 된다. 구성된 안테나에 4개의 디지털 위
상변환기를 통해 빔을 제어한다. 날개 아래 방향(=90⚪)에
서 최대 이득 11 dBi를 가지며, 60⚪≤≤120⚪에서 빔폭은
21～27⚪를 갖는다[19].

[그림 6] (바)는 5.5 GHz에서 무인항공기 통신을 위하여
위상 배열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안테나간
커플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캐비티 내에 패치 안테나를 집

적하였다. 수직의 방사패턴을 가지며, 위상제어를 통하여

수평면에서 대략 ±40⚪이내에서 빔이 조향되도록 설계되었
으며, 빔 조향각에서 이득 차이는 3 dB 이내이다.[20]

[그림 6] (사)는 원형편파 합성 개구 레이다(CP-SAR)를
위한 L밴드 안테나로 20⚪의 빔 조향을 위하여 타원형 패치
를 4개를 선형으로 배치한 배열안테나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배열안테나는 1.27 GHz의 공진주파수에서 대략 8.3 
% (105 MHz)의 대역폭을 가지며, 11.15 dBic의 최대이득과
32⚪의 빔폭을 갖는다[21].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응용사례가 점

차 확대됨에 따라, 무인항공기 원격제어 및 신호전송을 위
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살펴보고, 최신 개발되어 소개된
무인항공기용 평면형 안테나 및 배열안테나에 관한 기술 동

향을 살펴보았다.
무인항공기는 응용분야의 특성상 안테나 소형화 및 경량

화뿐만 아니라, 공기역학적인 구조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넓은 동작거리를 위한 무지향성 빔 패턴 혹은 다
중의 빔을 통한 반구 영역의 빔 커버리지가 요구되며, 안테
나 배치 및 방향에 따른 편파 손실 저감을 위한 다중 편파

안테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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