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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technique for optimizing the sub-array system structure that can minimize the side lobe level of

the phased-array antenna is proposed. Optimization of the proposed array antenna structure is to adjust the 

spacing between sub-arrays and sub-arrays by using a hexagonal array structure of one sub-array and a hexagonal 

sub-array for six hexagonal arrays, and thus the entire phased array antenna system of the radiation pattern was 

optimized. Compared to the 2-dimensional planar antenna system, the proposed technique maintains a gain of 

24.3 dBi and a half-power beam-width of 8.46 degrees without change, and only reduces -3.4 dB and -6.5 dB in 

the x-axis and y-axis directions, respectivel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위상배열안테나의 부엽레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배열 시스템 구조의 최적화에 관한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배열안테나 구조의 최적화는 6개의 육각배열을 한 개의 부배열과 육각 부배열의 육각형 배열 구조를 이용하여, 부배열의 배열간격

과 부배열 사이의 배열 간격을 조절하여, 전체 위상배열안테나 시스템의 방사패턴을 최적화하였다. 제안된 기술은 2차원 평명배열안

테나 시스템에 비하여, 24.3 dBi의 이득과 8.46도의 반치각은 변화없이 유지하며, 오직 x축과 y축 방향으로 각각 -3.4 dB와 -6.5

dB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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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위성 크기의 소형화와 발사 비용 감소 등으로 스

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

트 등에서 저궤도 인공위성을 활용한 망 구축 사업이 활

성화되고 있다[1].

저궤도 위성은 운영 고도가 낮아 지상국에서 관측 시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군집 위성을 통해 통신망

을 구축한다. 따라서 저궤도 위성 통신을 위한 지구국 안

테나 시스템은 인접 위성 간섭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빠른 빔 조향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위상배열안테나 시스템은 배열된 각 방사소자에 여기

ISSN：1226-7244 (Print)
ISSN：2288-243X (Online) j.inst.Korean.electr.electron.eng.Vol.26,No.1,129~132,March 2022
논문번호 22-01-19 https://doi.org/10.7471/ikeee.2022.26.1.129

129



( 130 )

130 j.inst.Korean.electr.electron.eng.Vol.26,No.1,129~132,March 2022

되는 신호의 크기 및 위상 제어를 통해 전기적으로 빔 

성형 및 조향할 수 있다[2]. 따라서 저궤도 위성 통신을 

위한 낮은 부엽 레벨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

른 빔 조향 성능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배열 구성을 

부 배열로 구현할 경우, 유지보수가 용이하다[3].

일반적으로 위상배열안테나는 방사소자 배열 축이 고

정된 선형 평면 배열 구조이다. 이와 같은 배열 구성은 

방사 특성 분석이 용이하다. 그러나 방사소자 배열 축을 

기준으로 높은 부엽 레벨이 형성되는 단점이 발생한다. 

상기 높은 부엽 레벨은 다양한 빔 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억제할 수 있다[4]. 그러나 여기 신호의 크기 제어에 따

른 방사 효율 저하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배열 구성에 따른 문제를 구조적

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 빔 조향과 유

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한 Hexagon 타일 부 배열 안테나 

시스템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안테나 시스템은 위

상배열안테나로 전기적 빔 조향이 가능하고, 부 배열 구

성을 통해 유지보수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원형 배열과 

유사한 구조에 의해 낮은 부엽 레벨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Hexagon 타일 부 배열 구성과 구성 최적화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기술하였다.

Ⅱ. Hexagon 타일 부 배열 구조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Hexagon 타일 부 배열 

안테나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a) 2 Layers (b) 3 Layers

Fig. 1. Geometry of Presented Antenna System.

그림 1. 제시된 안테나 시스템 구조도

제시된 안테나는 7개 방사소자를 Hexagon의 각 꼭지

점 및 중심점에 배치한 구조를 하나의 타일로 구성한 후, 

타일을 Hexagon 형상을 확장 배열하는 안테나 구조이

다. (여기서 확장 배열은 배열 층을 균일하게 증가시켜 

Hexagon 형상을 유지 한다.)

Ⅲ. Hexagon 타일 부 배열 구조 최적화

부 배열 안테나 시스템의 방사 특성은 부 배열 내부 방

사 특성과 부 배열 간 방사 특성의 상호 관계를 기반으

로 분석된다. 그리고 분석된 방사 특성을 기반으로 원활

한 빔이 형성되도록 배열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제시된 안테나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방사소자가 비선

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에 의해, 방사 특

성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부 배열 내부 및 부 배열 간 

방사 특성을 직접 분석한 후, 최적화를 수행해야 한다.

그림 2는 부 배열 내부와 부 배열 간 분석을 위한 주

요 구조 파라미터를 보여준다.

(a) In Sub-array (b) Inter Sub-array

Fig. 2. Hexagon Tile Array Design Parameters.

그림 2. Hexagon 타일 배열 주요 설계 요소

 

(a) In Sub-array

(b) Inter Sub-array

Fig. 3. AF for In Sub-array and Inter Sub-array.

그림 3. 부 배열 내부 및 부 배열 간 AF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 배열 내부 주요 설계 

요소는 Hexagon 타일의 중심과 타일의 꼭짓점 사이의 

거리(R) 이고, 부 배열 간 배열 설계 요소는 Hex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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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 0) deg. (b) (, )=(20, 45) deg.

(c) (, )=(14, 123) deg. (d) (, )=(5, 282) deg.

Fig. 6. AF for antenna system.

그림 6. 안테나 시스템의 AF

타일 사이에 형성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G)이다. 

그림 3은 R과 G가 각각 1.5, 0.5 인 경우의 부 배열 

내부 및 부 배열 간 배열인자(AF; Array Factor)를 보여

준다. (여기서 요구 빔 조향 각도(, )는 (0, 0)deg. 

이고 확장 배열 층은 3이다. 이후 3층 유지)

분석 결과 배열 구성의 특징(Hexagon)에 의해 관측영

역 내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레이팅 로브(Grating 

Lobe)가 특정 위치에 발생한다. 부 배열 간 AF의 경우, 

타일 배열 기준에 의해 부 배열 내부 AF와 비교하여 30 

deg. 회전되어 나타난다. 더불어, 타일들의 중심점을 기

준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다수의 그레이팅 로브가 형성됨

을 알 수 있다. 부 배열 내부(단일 타일) 구조 최적화는 

가시영역 내에 단일 그레이팅 로브만 형성되고, 더불어 

첫 번째 부엽 레벨 이하의 부엽만 형성되어야 한다. 더불

어 상기 조건은 빔 조향이 수행된 이후에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4은 빔 조향 각도(, )가 (0, 0) deg. 인 경우

와 (20, 0) deg. 인 경우에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부 배

열 내부 AF를 보여준다. 여기서 각 요구 빔 조향 각도에 

따른 R은 각각 0.7695 그리고 0.5735 lambda이다.

(a) Desired angle(, )：(0, 0) deg.

(b) Desired angle(, )：(20, 0) deg.

Fig. 4. Optimized AF for In Sub-array.

그림 4. 부 배열 내부 기준 최적화된 AF

부 배열 간 AF의 경우, 주 빔을 제외한 첫 번째 그레

이팅 로브의 위치가 부 배열 내부 AF의 첫 번째 패턴 널

(Null)위치와 동일해야 한다. 만약 일치 하지 않으면, 안

테나 시스템에 높은 부엽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5는 빔 조향 각도(, )가 (0, 90) deg. 인 경

우와 (20, 90) deg. 인 경우에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부 

배열 간 AF를 보여준다. 여기서 각 요구 빔 조향 각도에 

따른 G은 각각 0.7205 그리고 0.5305 lambda이다. 

(여기서, R은 그림 4와 동일)

(a) Desired angle(, )：(0, 90) deg.

(b) Desired angle(, )：(20, 90) deg.

Fig. 5. Optimized AF for Inter Sub-array.

그림 5. 부 배열 간 기준 최적화된 AF

Ⅳ. 안테나 시스템

안테나 시스템은 빔 조향 성능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

라서 그림 4와 그림 5의 최적화된 설계 요소 중, R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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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5735와 0.5305 인 경우를 반영하였다. 안테나 

시스템의 AF는 부 배열 내부 AF와 부 배열 간 AF의 곱

으로 표현된다. 그림 6은 이에 따른 다양한 빔 조향 각도

에 대응한 안테나 시스템 방사 특성을 보여준다. 표 1은 

해당 모의실험에 따른 방사특성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 Simulated Results.

표 1. 모의실험 결과

Beam Angles
( ,  ) [deg.]

HPBW [deg.] Gain
[dBi]x-axis y-axis

(0, 0) 8.46 8.46 24.3

(20, 45) 8.9 8.45 24.1

(14, 123) 8.73 8.45 24.2

(5, 282) 8.46 8.46 24.3

Fig. 7. Comparison of AFs according to array configuration.

그림 7. 배열 구성에 따른 방사특성 비교

분석 결과, 최적화된 구조가 적용되어 빔 조향 시, 주 

빔 이외의 그레이팅 로브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제시된 안테나 시스템과 지향성 및 반치

각이 유사한 선형 평면 배열 안테나 시스템과의 AF를 비

교 도시한 결과이다. 비교 결과, 제시된 안테나의 경우 

첫 번째 부엽 레벨의 크기가 x축 기준 약 -3.4 dB 그리

고 y축 기준 약 -6.5 dB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 위성 통신을 위한 지구국 용 

Hexagon 타일 부 배열 안테나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안테나는 전기적 빔 조향 기능을 보유하고, 유지 보수에 

용이한 부 배열 구성으로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위성 간섭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부엽 레벨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References

[1] B. J. Lee, N. Y. Lee, J. H. Kim, W. J. Shin, “A 

Survey of LEO Satellite Networks for 5G and 

Beyond:Channel Modeling, Research Trends, and 

Open Chal,”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Vol.46, 

No.7, pp.1097-1108, 2021.

[2] R. Mailloux, Phased Array Antenna Handbook. 

Boston: Artech House, 1994.

[3] S. H. Park, K. T. Kim, J. W. Seo, T. H. Joo,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Conformal Tx 

Active Phased-Array Antenna Composed of Planar 

Subarray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31, 

No.12, pp.1042-1052, 2020.

[4] J. W. Jung, H. J, Jung, Y. S. Lim, “A Study and 

Application on Null Synthesis for Active Phased 

Array Antenna using Weighted Least Squares 

Method,”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Vol.58, No.6, pp.11-19, 

2021. DOI: 10.13067/JKIECS.2021.16.3.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