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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인기 등을 포함한 저가, 소형의 비행 표적을 효율

적으로 탐지, 추적하기 위한 비행체 탑재용 레이다 센

서의 경우 소형화, 경량화 및 저가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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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특히 미국 록히드 마틴의 경우 초소형 대

공 미사일 MHTK(Miniature Hit-to Kill)를 개발 완료하

였다[1]. 레이다 센서 관점에서의 소형화는 방향 탐지 

안테나의 소형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기존 레이다 

센서에 주로 사용되었던 기 안테나 타입을 적용하기

엔 공간 및 성능 구현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또한 저

가화 등을 고려하여 김발 등의 구조를 생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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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compact antenna assembly for an amplitude comparison direction-finding(DF) method for a small 
flight vehicle is presented. Designed antenna assembly consists of four antennas and it is mounted on a radius of 
1.45 λc where λc corresponds to the wavelength of the center frequency. To achieve compactness and robustness of 
the assembly, the elements are fed by end-launch feeding method and have modified aperture shapes of E- or 
H-sectoral horns. The feeding part consists of SMA connector, stepped impedance matching structure, and square 
waveguide of 0.6 λc × 0.6 λc. To achieve different main beam directions for every antenna which is required 
condition for amplitude comparison DF method, all apertures of the antennas are inclined and it makes the main 
beam direction of each antenna to top, bottom, left, and right with respect to the axis of the platform. To verify 
the validation of DF performance of the presented antenna assembly, amplitude comparison curves using 
measurement results are presented. The bandwidth of the antennas are above 3.2 % in Ku-band(VSWR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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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좁은 빔폭을 갖는 안테나와는 달리 상대적으

로 넓은 빔폭을 가짐과 동시에 적절한 정면 방향 이

득을 갖는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양한 방향 탐지 기법 중 크기 비교를 이용한 방향 

탐지의 경우, 타 기법 대비 방향 탐지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탐지

각이 넓고 급전부가 단순하여 저가화에 유리한 특징

을 가진다. 여기서 탐지거리는 송신기의 출력 증가 및 

지상 조사기 등을 이용한 반능동형 레이다 운용 방식

을 적용함으로써 증가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화, 저가화, 진동 및 환경 견고

성 등의 측면을 고려한 비행체 탑재용 소형 크기 비

교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기존의 대표적인 방향 탐지 

안테나로 패치 배열 안테나, 슬롯 배열 안테나, 반사

판 안테나 등이 있지만 앞서 언급된 고려 사항을 동

시에 만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2]. 패치 안테나의 경

우, 저가화 및 소형화 측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있으

나 고온 환경에서의 유전율 변화 발생 가능성이 있으

며 급전 손실이 크다는 단점을 가진다.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슬롯 배열 안테나의 경우, 슬롯 간의 간격 및 

격벽과의 이격 거리로 인해 소형화 측면에서 적용하

기 힘들며 반사판 안테나 역시 소형 플랫폼에 적용하

기에 적합하지 않은 형상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1.45 λc의 반경을 갖는 비행체 탑재

용 소형 레이다 센서에 적용 가능한 크기 비교용 방

향 탐지 안테나를 제시한다(λc는 중심주파수에서의 파

장).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크기 내 소형 비행체 탑재

용 방향 탐지 안테나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제시된 안테나는 소형화, 저가화, 견고성이 

고려된 도체 타입의 단순화된 변형 소형 도파관형 안

테나 형상을 가지며 설계된 안테나는 동체 축을 기준

으로 상, 하, 좌, 우에 배치되어 각각 상, 하, 좌, 우로 

조향된 빔 방향을 가져 크기 비교 방식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한정된 공간을 고려하여 급전 방식 및 안

테나 개구면 확장 기법이 결정되었으며 제작된 안테

나를 이용하여 크기 비교 성능을 검증하였다.
  안테나는 Ku-대역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다.

2. 안테나 조립체 설계

  일반 개방종단 도파관 혹은 혼 안테나의 경우, 개구

면이 바라보는 방향에 수직인 평면에서 원통형 임피

던스 매칭 구조 등을 급전 핀에 삽입하여 급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3-5] 다수의 안테나가 소형 직경 내 한 

평면에 위치해야 하는 본 연구 특성상 Fig. 1(a)와 같

이 안테나의 급전이 개구면이 바라보는 방향과 평행

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End-launch 급전 구조를 적용

하였다. 급전은 SMA 커넥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급전

된 신호는 소형 정사각형 도파관으로 인가된 후 개구

면에 전달되어 방사하게 된다. 정사각형 도파관 내부

에는 다단 매칭 구조가 삽입되었으며 이는 SMA 커넥

터와 도파관 사이의 모드 변환 및 임피던스 매칭 역

할을 수행한다. 임피던스 매칭 구조는 3단을 이용하였

으며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작주파수 내 VSWR 
≤ 1.5:1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각단의 높이 및 너비를 

최적화 하였다. 최적화시 변수 간소화를 위해 모든 단

의 너비는 동일한 값을 갖도록 설정하였으며 단의 너

비의 초기 값은 조립 및 견고성을 고려하여 커넥터 

내심과 동일하게 선정하였고 단의 높이는 커넥터 외

경과 동일하게 선정하였다. Fig. 1(b)는 중심 주파수에

서의 급전부 내 전기장 분포를 보여준다.
  Fig. 2(a)는 설계된 급전부의 VSWR(Voltage Standing 
Wave Ratio) 특성을 나타낸다. VSWR 1.5:1 기준 fl 
GHz ~ fh GHz 이상의 대역폭을 구함을 확인할 수 있

다(여기서 fh GHz – fl GHz = 3.2% × fc GHz). Fig. 

(a)

(b)

   Fig. 1. Designed end-launch feeding part 

(a) Configurations (b) E-Fiel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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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Simulated end-launch feeding performances 

(a) VSWR (b) Radiation patterns

2(b)는 급전부가 방사체로 동작할 때의 중심 주파수에

서의 xz-, yz-평면상 방사패턴을 보여준다. 설계된 급

전부는 정면 방향에서 6.8 dBi의 이득을 가지며 xz-와 

yz-평면에서 각각 81.5°와 82.6°의 빔폭을 가진다. 설계

된 급전부 자체를 방사체로 사용하기에는 이득이 낮

고 안테나간의 방사패턴 크기 차 기울기를 이용하여 

방향 탐지를 수행하는 크기 비교 방식에 적합하지 않

은 조향되지 않은 주빔 방향을 가지므로 적절한 변형

이 필요하다.
  Fig. 3은 Fig. 1의 급전부를 이용하여 설계된 두 종

류의 안테나 형상을 보여준다. 안테나는 변형된 개구

면을 갖는 E-섹터 혼과 H-섹터 혼 형상을 가지며 두 

안테나의 편파는 서로 일치하는 수직 편파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안테나 이득은 적용하고자 하는 소형 플

랫폼 내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 확장을 통해 상승하도

록 하였으며 주빔 방향은 개구면 기움각 변형을 통해 

조절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안테나 설계 파라미터들은 

기존 크기 비교용 안테나 대비 큰 형상 변화 없이 주

빔 방향, 이득 및 빔폭 설계 자유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Type-1의 경우, 개구면이 변형된 H-섹터 혼의 

형상을 가지며 급전부 중심축을 기준으로 상측으로 

주빔을 형성하기 위한 개구면 형태를 갖는다. Type-2
의 경우 개구면이 변형된 E-섹터 혼의 형상을 가지며 

급전부 중심축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주빔을 형성하는 

개구면 형태를 갖는다. 두 안테나 모두 각각의 경우에 

대해 최적화된 다단 임피던스 매칭 구조를 갖도록 변

형되었다.
  Fig. 3에서 설계된 안테나를 이용하여 Fig. 4와 같은 

소형 안테나 조립체를 구성하였다. Fig. 3의 Type-1과 

Type-2 안테나가 상측(Ant-T)과 우측(Ant-R) 안테나에 

적용되었으며 하측(Ant-B), 좌측(Ant-L) 안테나는 안테

(a)

(b)

 Fig. 3. Designed antenna configurations (a) Type-1 

(b) Type-2

 

    Fig. 4. Configuration of the designed antenna 

assembly

나 조립체 중심축을 기준으로 상측과 하측 안테나와 

대칭인 형상을 갖는다. 즉 각 안테나의 개구면은 

Ant-T, Ant-B, Ant-L, Ant-R의 안테나가 각각 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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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 방향으로 조향된 주빔 방향을 갖도록 설계되었

다. 여기서 상, 하에 위치한 안테나는 yz-평면에서의 

방향 탐지를 수행하며 좌, 우에 위치한 안테나는 xz-
평면에서의 방향 탐지를 수행한다. 안테나간 간격은 

안테나간 커플링 및 크기 비교 기울기를 고려하여 선

정되었다. 안테나 지지 및 측정 장치와의 연결을 위해 

안테나 조립체 후면에 치구가위치하며 치구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εr = 3.5)로 선정하였다.
  Fig. 5와 Fig. 6은 설계된 안테나 조립체의 VSWR 
및 중심 주파수에서의 3-D 방사패턴 시뮬레이션 결과

(a)

 

(b)

   Fig. 5. Simulated VSWR results of each antenna 

(a) Ant-T&B (b) Ant-L&R

 

          (a)                          (b)

           (c)                         (d)

   Fig. 6. 3-D radiation patterns of each antenna 

(a) Ant-T (b) Ant-B (c) Ant-L (d) Ant-R

를 보여준다. 모든 안테나가 VSWR 2:1 기준으로 Ku-
대역에서 3.2 % 이상의 대역폭을 가지며 각각의 위치 

에서 의도한대로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주빔 방향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설계된 안테나 조립체의 xz-평면과 yz-평면

에서의 2-D 방사패턴을 나타낸다. 각 안테나의 자세한 

성능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안테나는 동작주파수 

대역에서 15.8° ~ 18.8° 이내의 주빔 방향을 가지며 

주빔 방향에서 약 10 dBi의 이득을 가진다. 방향 탐지

각과 관련되는 Half-power Beamwidth(HPBW)의 경우, 
xz- 및 yz-평면에서 57.8° 이상으로 수동형 또는 반능

동형 탐색기 시스템에 적합한 넓은 탐지각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면 방향 탐지거리와 관련된 정면 

방향 이득은 8.0 ~ 9.0 dBi로 계산되었다.
  Fig. 8은 설계된 안테나 조립체의 크기 비교 결과 

결과를 나타낸다. xz-평면상에서의 기울기는 약 0.31 
dB/deg (@ fl GHz), 0.28 dB/deg (@ fc GHz), 0.26 
dB/deg (@ fh GHz)이며 yz-평면에서의 기울기는 약 

 

 

 

Fig. 7. Radiation patterns of the antenna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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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Details of the simulated radiation pattern 

results of the antenna assembly

Ant-T & Ant-B 

(on yz-plane)

Ant- L & Ant-R

(on xz-plane)

Frequency 
[GHz] fl fc fh fl fc fh

Main beam 
direction [°] ±18.8 ±15.8 ±13.5 ±17.3 ±17.5 ±18.8

Peak gain 
[dBi] 10.0 9.9 9.9 10.1 10.2 10.2

Boresight 
gain [dBi] 8.0 8.3 8.7 8.6 9.0 8.9

HPBW [°] 57.8 66.5 71 63.1 64.6 66.5

 

Fig. 8. Simulated amplitude comparison results of the 

designed antenna assembly

0.25 dB/deg (@ fl GHz), 0.31 dB/deg (@ fc GHz), 
0.31dB/deg (@ fh GHz)로 계산되었다. 모든 커브가 정

면 방향 근처 (약 ± 10° 이내)에서 선형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출된 커브는 플랫폼 내에 저장되어 탐지, 
추적 시 활용된다.

3. 안테나 조립체 제작 및 측정 결과

  Fig. 9는 제작된 안테나 조립체 형상을 보여준다. 
안테나 재질은 알루미늄이며 치구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되었다. Fig. 10은 제작된 안테나의 VSWR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Ku-대역에서 VSWR 2:1 기준

으로 3.2 % 이상의 대역폭을 구현함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11은 측정된 안테나 조립체의 fl GHz, fc GHz, 
fh GHz에서의 시뮬레이션과 측정된 방사패턴의 결과

Fig. 9. Fabricated antenna assembly

Fig. 10. Measured VSWR results

를 비교한 것이다. 시뮬레이션과 측정 결과의 유사성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된 패턴들을 이용한 각 평

면에서의 크기 비교 결과는 Fig. 12에 제시되었다. xz-
평면에서의 기울기는 약 0.30 dB/deg (@ fl GHz), 0.26 
dB/deg (@ fc GHz), 0.27 dB/deg (@ fh GHz)이며 yz-평
면에서의 기울기는 약 0.24 dB/deg (@ fl GHz), 0.32 
dB/deg (@ fc GHz), 0.25 dB/deg (@ fh GHz)로 계산되

었다. 측정 결과 커브에 약간의 출렁임 현상이 발생됨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상적으로 Ant-T와 Ant-B, 
그리고 Ant-L과 Ant-R이 조립체 중심축을 대칭으로 

정확히 같은 패턴을 갖는 것이 맞지만 실제 제작 공

차 및 측정 케이블 손실 및 위상차로 인해 발생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추후 급전 방식 안정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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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11. Comparison results of measured and 

simulated radiation patterns (a) Ant-T 

(b) Ant-B (c) Ant-L (d) Ant-R

 

  Fig. 12. Measured amplitude comparison results of 

the fabricated antenna assembly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형 비행체 탑재용 레이다 센서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 탐지 안테나를 제시하고 이를 이

용한 크기 비교 방향 탐지 안테나 조립체를 구성하여 

이의 방향 탐지 성능을 제시하였다. 안테나는 소형화, 
저가화 및 환경 내 견고성을 고려하여 End-launch 급

전 방식과 변형된 개구면을 갖는 도체형 도파관 안테

나로 설계되었다. 설계된 안테나는 VSWR 2:1 기준으

로 Ku-대역에서 중심주파수 기준 3.2 % 이상의 대역

폭을 가지며 정면 방향에서 8 dBi 이상의 이득을 구

현한다. 이 때 모든 안테나의 빔폭은 고각과 방위각 

평면에서 57.8° 이상이다. 방향 탐지용 안테나 조립체

는 제시된 안테나를 상, 하, 좌, 우로 배치하여 구성하

였으며 각각의 안테나는 크기 비교 방향 탐지 기법 

적용을 위해 각각의 위치에서 조립체 중심축을 기준

으로 상, 하, 좌, 우로 편향된 주빔 방향을 가진다. 제

시된 조립체는 측정 결과 기준으로 고각 평면에서 

0.24 dB/degree ~ 0.32 dB/degree의 크기 비교 기울기와 

방위각 평면에서 0.26 dB/degree ~ 0.30 dB/degree의 기

울기를 가진다. 제시된 결과를 보았을 때 제안된 조립

체 형상이 소형 비행체 탑재용 방향 탐지 레이다 센

서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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