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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ve loaded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를 이용한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

(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an E-plane Linear Array Antenna 

Composed of Inductive Loaded Patch Antennas )

윤  민*, 곽 은 *, 김 재 *, 김 부 균***

( Young-Min Yoon, Eun-Hyuk Kwak, Jae-Hyun Kim, and Boo-Gyoun Kimⓒ )

요  약

Inductive loaded 패치 안테나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에 하여 연구하 다. 유

상수가 크고 두꺼운 기 을 이용하여 설계한 inductive loaded 패치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은 인  안테나 간 상호결합

이 작기 때문에 일반 인 사각 패치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5소자 E-평면 inductive loaded 

패치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이 가장 향상되는 단  5×2 inductive loaded 패치 안테나의 패치 길이를 도출하 다.  

Abstract

The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an E-plane linear array antenna composed of inductive loaded patch antennas (ILPAs) 

are investigated. The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an ILP array antenna are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ose of a 

conventional array antenna because the mutual coupling of an ILP array antenna is very small. The patch length of a 5×2 

ILPA for the enhancement of the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a 5-element E-plane linear array antenna composed of ILPAs 

is presented.

      Keywords : Inductive loaded antenna, phased array antenna, mutual coupling, scan blindness, radiation pattern. 

Ⅰ. 서  론

일반 인 사각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를 이용

한 상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은 단  안테나 소자 

간 상호결합으로 인해 빔 주사 불능이 발생할 수 있다
[1]
. 빔 주사 불능은 유 상수가 크고 두꺼운 유 체 기

을 이용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배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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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의 빔 주사 특성을 크게 하시키는 주요 요인  

하나이기 때문에 배열 안테나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한다. 상호 결합 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패

치 안테나의 기 을 따라 달되는 표면 와 패치와 

지면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 방향의 편 류에 의한 수

평 방향으로의 방사이다. 표면 의 를 억제시켜 인

 안테나 간 상호결합을 이기 한 표 인 방법으

로는 EBG (electromagnetic bandgap) 구조[2]와 DGS 

(defected ground structure)[3]를 들 수 있으며 두 구조

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수평 방향 

방사를 억제시켜 인  안테나 간 상호결합을 억제시키

는 방법으로 ILPA (inductive loaded patch antenna)[4, 

5]
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으나 EBG 구조와 DGS

에 비해 연구가 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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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PA는 패치와 지면 사이에 여러 개의 비아(via)

가 주기 으로 배열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ILPA는 수

직 방향의 편 류에 기인한 자기 벡터 포텐셜 

(magnetic vector potential)이 패치와 지면 사이의 비

아를 통해 흐르는 도 류에 기인한 역 상 

(anti-phase)을 가지는 자기 벡터 포텐셜로 인하여 상쇄

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의 방사가 억제되는 특성이 

있다[4]. 최근 패치의 크기, 단  셀의 개수, 비아의 반경

과 같은 안테나 구조 라미터를 이용하여 ILPA의 수

평 방향 방사를 억제시키는 방법을 체계 으로 설명하

는 논문이 발표되었다[6～7]. 그러나 이러한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배열 안테나의 빔 주사 불능 억제 

특성을 보고하는 내용의 논문은 매우 다.

본 논문에서는 유 상수가 크고 두꺼운 기 을 이용

하여 수평 방향 방사가 억제된 동축 로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E-평면 선형 배열 안

테나를 설계하고 방사 특성을 산모의 실험을 통해 살

펴보았다. 한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빔 주사 특

성이 향상되는 단  ILPA를 제시하 다. 산모의에는 

Ansys사의 HFSS가 이용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를 설계하고 방사 

특성을 비교한다. 제Ⅲ장에서는 여러 가지 패치 길이

를 가지는 5×2 ILPA를 단  안테나 소자로 이용하는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을 비교 분석한

다. 제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Inductive loaded 패치 안테나

그림 1에는 동축 로   5×2 ILPA의 구조도를 

보인다. 5×2 ILPA는 유 체 기 을 사이에 두고 사각

형 패치와 지면이 평행하게 놓여있고 이 두 도체 평

을 연결하는 비아가  방향으로 5주기  방향으로 2

주기 배열된 구조를 가진다. 그림 1에서 ILPA의 패치 

길이와 폭은 각각  과  , 패치와 지면을 연결하는 

비아의 반경은 로 나타내었다.

ILPA는 종단이 개방된 inductive loaded 송선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버섯 구조 단  셀의 크기 는 비아

의 반경을 변화시켜 유효유 상수 를 조 할 수 있

다. ILPA 설계 시 패치의 길이 는 폭  하나를 고정

시키고 나머지 하나와 비아의 반경을 조 하여 유효유

그림 1. 동축 로   5×2 ILPA의 구조도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probe-fed 5×2 ILPA.

안테나 
종류

안테나 치수 유효 
유전상수



[mm ()]


[mm ()]

 
[mm]

Conven- 
tional 7.2 (0.12) 6.0 (0.10) - 8.32

동축 
프로브 
급전 
5×2 
ILPA 

21.5 (0.36)

13 (0.22)

0.80 1.59

24.3 (0.41) 1.00 1.27

27.2 (0.45) 1.20 1.04

30.0 (0.50) 1.40 0.87

표 1. 두께가 3.2 mm인 CER-10 기 을 이용하여 설

계한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의 치수와 유효유 상

수

Table 1. Dimensions and effective dielectric constant of 

the conventional patch antenna and 5×2 ILPAs 

with various patch lengths printed on the 

CER-10 substrate with a thickness of 3.2 mm.

상수가 1에 가까워지게 하면 수평 방향 방사가 억제

된 방사패턴을 얻을 수 있다[6, 7]. 본 논문에서는 ILPA

의 패치 폭을 고정시키고 패치 길이와 비아의 반경을 

변화시켜 5 GHz에서 동작하는 5×2 ILPA를 설계하 다. 

설계에 사용된 기 은 유 상수가 10.8이고 두께가 3.2

mm인 Taconic 사의 CER-10이며 기 의 크기는 ×

이다. 여기서 는 공기 에서의 장을 나타낸다. 

표 1에는 두께가 3.2 mm인 CER-10 기 을 이용하여 

설계한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의 치수와 유효유 상수를 정리하

다. 표 1에서 5×2 ILPA의 패치 길이는 0.36 에서 0.5

까지 약 0.05   단 로 증가시키며 설계하 으며 패

치의 폭은 0.22 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유효유 상

수 는 설계한 안테나의 린징 효과(fringing 

effect)를 고려한 패치 길이와 공진 주 수 로부터 다

음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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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공기 에서의 자  속도, ∆ 은 린
징 필드에 의해 증가된 유효 패치 길이이다[9]. 표 1에서 

5×2 ILPA의 패치 길이가 0.36 에서 0.5 로 커짐에 

따라 비아의 반경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패치 길이가 

증가하면 단  셀의 병렬 커패시턴스가 증가하므로 

ILPA를 동일한 공진주 수에서 동작시키기 해 병렬 

인덕턴스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비아의 반경이 증가된다.

그림 2에는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의 방사 패턴 산모의 결과를 

보인다. 그림 2(a)의 E-평면 방사 패턴을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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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

를 가지는 5×2 ILPA의 방사 패턴 산모의 결

과 

(a) E-평면 방사 패턴과 (b) H-평면 방사패턴

Fig. 2. Simulated radiation patterns of the conventional 

patch antenna and 5×2 ILPAs with various 

patch lengths. (a) E-plane radiation pattern and 

(b) H-plane radiation pattern.

안테나 
종류

 
[mm 
()]

전방 
방사
[dBi]

수평 방향 방사 [dBi] HPBW [°]

=0° =90° =180° =270°
E-

평면
H-

평면
Conven-
tional 

7.2 
(0.12)

5.08 0.03 -2.15 1.50 -2.09 150 98

동축 
프로브 
급전 
5 × 2 
ILPA

21.5 
(0.36)

7.69 -6.50 -3.93 -4.42 -3.99 69 84

24.3 
(0.41)

8.23 -11.13 -4.76 -8.38 -4.59 62 80

27.2 
(0.45)

8.58 -21.58 -5.45 -17.14 -5.53 56 77

30.0 
(0.50)

8.65 -15.50 -6.39 -12.63 -6.32 52 74

표 2. 두께가 3.2 mm인 CER-10 기 을 이용하여 설

계한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의 방사 특성 

Table 2.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the conventional 

patch antenna and 5×2 ILPAs with various 

patch lengths printed on the CER-10 substrate 

with a thickness of 3.2 mm.

일반 인 패치 안테나에 비해 ILPA는 방방사 이득이 

크고 수평 방사 이득이 억제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림 2(a)에서 ILPA의 패치 길이가  = 0.36 에서 0.45

까지 증가함에 따라 수평 방사 이득은 차 감소하

여 최소가 되며  = 0.50 인 경우 다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2(b)의 H-평면 방사 패턴을 비교해 보면 

일반 인 패치 안테나에 비해 ILPA의 H-평면 수평(=

90°와 270°) 방사 이득이 작고 ILPA의 패치 길이가 증

가함에 따라 수평 방사 이득이 서서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표 2에 두께가 3.2 mm인 CER-10 기 을 이용하

여 설계한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

이를 가지는 5×2 ILPA의 방사 특성을 정리하 다.

표 2에서 5×2 ILPA의 방 방사 이득은 일반 인 패

치 안테나에 비해 2.6 dB 이상 향상되었으며 패치의 길

이가 증가함에 따라 방 방사 이득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5×2 ILPA의 E-평면수평 (=0°와 180°) 방사 이

득은 일반 인 패치 안테나에 비해 크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5×2 ILPA의 방 방사 이득이 최 가 되는 

경우는  = 0.5 일 때로 이득은 8.65 dBi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수평 방사 이득이 가장 억제되는  = 0.45 

인 경우 수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ILPA의 패치  

유효 유 상수는 1.04로 1에 가장 가깝게 되며 E-평면 

수평( = 0°와 180°) 방사 평균 이득은 일반 인 패치 

안테나의 평균치에 비해 20.2 dB가 낮은 -19.4 dBi로 가

장 크게 억제되었다. 한  = 0.45 인 경우 방 방

사 이득은 8.58 dBi로 일반 인 패치 안테나의 방 방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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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득에 비해 3.5 dB 크게 나타났다. 표 2에서 5×2 

ILPA의 HPBW는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비교해볼 때 

H-평면보다 E-평면상에서 크게 감소하 고 패치 길이

가 증가함에 따라 HPBW가 차 감소함을 볼 수 있다.

Ⅲ.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설계한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5소자 E-

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를 설계하고 상호결합 특성과 방

사 특성을 살펴본다. 

그림 3은 동축 로   방법을 이용한 5×2 ILPA

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구조도이다. 그림 3에서 패치 안테나 소자의 

심 간 거리는 , 패치 안테나 소자의 심에서 E-평

면(x-z 평면) 방향 기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  

H-평면(y-z 평면) 방향 기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로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패치 안테

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를 

각각 설계하 다. 설계에 사용된 기 은 두께가 3.2 mm

인 CER-10으로 Ⅱ장에서 설계한 단  안테나의 기

과 동일하다. 설계한 모든 5소자 E-평면 배열 안테나

의 안테나 소자 간 간격  = 0.7  ,  =  = 0.5 이

고 기  크기는 3.8  × 1.0 (228 mm× 120 mm)이다.

그림 3. 동축 로   방법을 이용한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구조도

Fig. 3. Schematic diagram of a 5-element E-plane 

linear array antenna composed of probe-fed 

5×2 ILPAs.

1. 상호결합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

는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5소자 E-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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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

지는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평균 상호결합

Fig. 4. Average mutual coupling of 5-element E-plane 

linear array antennas composed of the conventional 

patch antenna and 5×2 ILPAs with various patch 

lengths.

선형 배열 안테나의 평균 상호결합 크기를 살펴보 다. 

여기서 평균 상호결합 크기는 인  안테나 간 상호결합

의 평균값 ( )으로 안테나 소자의 개수가 

개일 때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그림 4에는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5

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평균 상호결합 크기

를 비교하 다. 그림 4에서 ILP 5소자 선형 배열 안테

나의 평균 상호결합은 일반 인 5소자 선형 배열 안테

나의 경우에 비해 작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3에

서 5소자 ILP 선형 배열 안테나는 패치의 길이가 감소

할수록 인  안테나 간 패치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여 상호결합이 작게 나타났다. 

2. 빔 주사 불능

유 상수가 크고 두꺼운 유 체 기 을 사용하는 경

우 표면 로 인한 인  안테나 소자 간 상호결합이 크

게 발생하여 특정 빔 주사각도에서 주 빔이 소멸되는 

빔 주사 불능(scan blindness)이 발생될 수 있다. 안테

나 소자의 개수가 무한개인 배열 안테나에서 표면 의 

상호결합에 의해 발생되는 빔 주사 불능 각도  는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1]
.

sin   

          (3)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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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지된 유 체 기 을 따라 진행하는 

  모드 표면 의 유효유 상수로  
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는 표면 의  상수이며 는 

공기 에서의 수를 나타낸다. 두께가 3.2 mm이고 

CER-10 기 을 이용하는 경우 동작 주 수가 5 GHz이

고  = 0.7 인 무한 소자 배열 안테나의 표면 로 인

한 빔 주사 불능 각도는  = 18.7°로 계산된다.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

는 5×2 ILPA를 이용한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

나의 평균 능동소자패턴 (active element pattern: AEP) 

특성을 살펴보고 빔 주사 불능이 상되는 각도인 

 에서 평균 AEP를 비교하 다. 여기서 능동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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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

를 가지는 5×2 ILPA의 평균 AEP 산모의 결

과 (a) E-평면 평균 AEP와 (b) H-평면 평균 

AEP

Fig. 5. Simulated average AEPs of the conventional 

patch antenna and 5×2 ILPAs with various 

patch lengths. (a) E-plane average AEP and (b) 

H-plane average AEP.

패턴은 하나의 안테나 소자만 시키고 나머지 다른 

안테나 소자는 정합된 부하로 종단시킨 경우의 방사패

턴으로 안테나 간 상호 결합 효과가 포함된 방사패턴이

다
[10]
. 배열 안테나의 방사패턴 특성은 평균 AEP와 배

열 요소를 합성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측할 수 있다.

그림 5는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

이를 가지는 5×2 ILPA의 평균 AEP 산모의 결과이

다. 그림 5(a)에서 일반 인 패치 안테나를 이용하는 5

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E-평면 평균 

AEP를 살펴보면 인  안테나 간 상호결합으로 인

해 빔 주사 불능 상이 상되는 각도  근

처인  = -19.7°와 20.5°에서 주 빔 이득이 감소되

고 딥(dip)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E-평면 선

형 배열 안테나는 패치 길이에 계없이   근

처에서 주 빔 이득이 크며 딥이 발생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inductive loaded 패치 안테나

를 이용한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는 빔 주사 

불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

는 5×2 ILPA를 이용하는 5 소자 E-평면 배열 안

테나의 평균 AEP 특성을 정리하 다.

표 3에서 일반 인 선형 배열 안테나의 평균 AEP 

방 방사 이득은 표 2에 보인 단일 패치 안테나의 

방 방사 이득보다 약 0.9 dB 크게 나타났다. 반면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평균 AEP 방 방사 이득은 일반

안테나 
종류

 
[mm 
()]

전방 
방사
[dBi]

수평 방향 방사 [dBi] HPBW [°]

=0° =90° =180° =270°
E-평
면

H-평
면

Conven-
tional 

7.2 
(0.12)

6.0 0.1 -4.9 1.6 -5.0 28.4 84.8

동축 
프로브 
급전 
5 × 2 
ILPA

21.5 
(0.36)

7.2 -4.3 -4.5 -5.0 -4.5 71.1 81.1 

24.3 
(0.41)

7.1 -7.8 -4.1 -8.5 -4.1 77.3 83.0 

27.2 
(0.45)

6.9 -14.6 -3.4 -12.4 -3.5 80.6 88.0 

30.0 
(0.50)

6.4 -16.6 -2.4 -9.7 -2.4 78.1 99.1 

표 3.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

를 가지는 5×2 ILPA를 이용하는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평균 AEP 특성 

Table 3. Average AEP characteristics of 5-element 

E-plane linear array antennas composed of the 

conventional patch antenna and 5×2 ILPAs with 

various patch lengths.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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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보다는 크지만 표 2에 보

인 단일 ILPA의 방 방사 이득보다 작게 나타났다. 표 

3에서 일반 인 선형 배열 안테나의 수평 방사 이득은 

표 2에 보인 단일 패치 안테나의 수평 방사 이득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크게 나타났다. ILP 선형 배열 안테나

의 평균 AEP 수평 방사 이득은 표 2에 보인 단일 

ILPA의 수평 방사 이득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 평균 AEP의 E-평면 수평 방

사 이득은 표 2에 보인 단일 ILPA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 0.45 일 때 가장 작게 나타났다. 

표 3에서 일반 인 선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 평균 

AEP의 HPBW는 E-평면과 H-평면상에서 모두 표 2에 

보인 단일 패치 안테나의 HPBW보다 감소하 다. 특히 

E-평면 HPBW는 빔 주사 불능으로 인해 28.4°로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단일 패치 안테나의 HPBW에 비해 

약 122°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평균 AEP HPBW는 E-평면과 H-평면상에서 

모두 단일 ILPA의 HPBW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일반 인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 단

일 안테나의 방사 패턴과 배열 안테나의 평균 AEP를 

비교한 결과 두 패턴의 모양이 서로 상이하며 빔 주사 

불능 상이 찰된다. 따라서 기  가장자리 회 과 

상호결합이 일반 인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

의 방사 패턴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

면 5소자 E-평면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 패치의 

길이에 상 없이 단일 안테나의 방사 패턴과 배열 안테

나의 평균 AEP의 모양이 비슷하고 빔 주사 불능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상호결합과 기  가장자리 

회 이 5소자 E-평면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패

턴에 미치는 향이 일반 인 선형 배열 안테나에 비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3. 빔 주사 특성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

는 ILPA를 단  안테나로 사용하는 5소자 E-평면 선

형 배열 안테나의 빔 주사각도  에 따른 주 빔 이득, 

SLL(side lobe level), HPBW 특성을 분석하 다. 여기

서 빔 주사각도  는 배열 요소의 최  이득이 발생되

는 각도이다. ILP 배열 안테나는 수평 방사 이득이 억

제되어 빔 주사 특성이 좋을 것으로 상되는  = 0.41

 , 0.45  , 0.5 인 세 가지 경우만을 고려하여 비교

하 다. 모든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는 안테나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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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사용하는 5소

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빔 주사각도 
에 따른 방사 특성

(a) 주 빔 이득, (b) SLL, (c)HPBW

Fig. 6. Radiation characteristics versus scan angle for 

5-element E-plane linear array antennas 

composed of the conventional patch antenna and 

5×2 ILPAs with various patch lengths

.(a) main beam gain, (b) SLL, and (c) HPBW.

사이의 간격  = 0.7 이며 이 경우 수평 방향에서 

( = 90°)에서 그 이  로 (grating lobe)가 발생하

는 빔 주사각도  은 약 25°이다.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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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

이를 가지는 ILPA를 단  안테나로 사용하는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빔 주사각도  에 따른 방

사 특성을 보인다. 그림 6(a), (b), (c)는 각각 에 따른 

주 빔 이득, SLL, HPBW를 나타낸다.

그림 6(a)에서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 에 따

른 최  주 빔 이득은  = 0.41 인 경우  = 9°일 때 

14.4 dBi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0.45 와 0.5 인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 에 따른 최  주 빔 이득

은 각각 14.1 dBi와 13.7 dBi로 일반 인 선형 배열 안테나

의 최  주 빔 이득 (13.3 dBi) 보다 크게 나타났다. 5×2

ILPA를 단  안테나 소자로 이용하는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최  주 빔 이득 값(14.4 dBi)을 기 으로 

이득이 3 dB 감소하는 빔 주사각 범 를 Gain BSR (beam 

scanning range)이라고 정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ILP 선형 배열 안테나에서 

최  주 빔 이득을 기 으로 한 Gain BSR은  = 0.45 

인 경우 82°(-40°∼42°)로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 0.41

와 0.5 인 경우 각각 79°(-37°∼42°)와 75°(-39°∼36°)

로 나타났다. 일반 인 패치 안테나를 이용한 5소자 E-평

면 배열 안테나의 경우 빔 주사 불능 상이 상되는 각

도인  = 18.7° 근처에서 주 빔 이득 감소로 인해 

Gain BSR이 30°(-15°∼15°)로 매우 좁게 나타났다.

그림 6(b)에서 일반 인 선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 빔 주

사각도  가 수평 방향에서 그 이  로 가 나타나는 빔 

주사각도  보다 커짐에 따라 부엽이 크게 증가하여 

SLL 특성은 격히 나빠진다. 게다가  가  보

다 작기 때문에  근처에서 주 빔 이득이 크게 감소

하여 SLL 특성은 더욱 악화된다. 반면 ILP 선형 배열 안

테나의 경우 빔 주사 불능 상이 찰되지 않았다. 한 

수평 방사 이득이 작기 때문에  일 때 수평 방향에

서 나타나는 그 이  로 의 크기가 억제되어 일반 인 

선형 배열 안테나에 비해 그 크기가 작아   근처에

서도 SLL 특성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ILP 선형 배열 안

테나의 경우 에 따른 최소 SLL은  = 0.41 인 경우 

-13.5 dBi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 0.45 와 0.5 인 

경우 최소 SLL은 각각 -13.2 dBi와 -13.3 dBi로 나타났다. 

5×2 ILPA를 단  안테나 소자로 이용하는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최소 SLL(-13.5 dBi)을 기 으로 SLL

이 3 dB 증가하는 빔 주사각 범 를 SLL BSR이라고 정

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

지는 ILP 선형 배열 안테나에서 최소 SLL을 기 으로 한 

구분

안테나 형태
Conven- 
tional

5×2 inductive loaded 
patch antenna

패치 길이 [] 0.12 0.41 0.45 0.50

유효 유전상수 8.32 1.27 1.04 0.87

단위 
안테나 
E-평면 
방사 
특성

전방 방사 [dBi] 4.7 8.2 8.6 8.7

평균 수평 방사 
[dBi]

-1.1 -9.8 -19.4 -14.1

반 전력 빔 폭[°] 150 62 56 52

5 소자 
선형 
배열 

안테나 
E-평면 
방사 
특성

Max. Gain [dB] 13.3 14.4 14.1 13.7

Gain BSR [°] 30
(-15∼15)

79
(-37∼42)

82
(-40∼42)

75
(-39∼36)

Min. SLL -14.5 -13.5 -13.2 -13.3

SLL BSR [°] 11
(-5∼6)

33
(-10∼23)

45
(-26∼19)

38
(-24∼14)

표 4. 일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

를 가지는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사용하는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빔 주사각도 

에 따른 방사 특성

Table 4. Radiation characteristics versus scan angle for 

5-element E-plane linear array antennas 

composed of the conventional patch antenna 

and 5×2 ILPAs with various patch lengths.

SLL BSR은 =0.45인 경우 45°(-26°∼19°)로 가장 넓

게 나타났으며 =0.41와 0.5인 경우 각각 33°(-10°∼

23°)와 38°(-24°∼14°)로 나타났다. 일반 인 선형 배열 안

테나의 경우 에 따른 최소 SLL은 -14.5 dB로 작게 나

타났으나 SLL BSR은 14°(-7°∼7°)로 매우 좁게 나타났다. 

그림 6(c)에서 에 따른 HPBW 특성은 일반 인 선

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 빔 주사 불능 상이 상되는 

각도인  = 18.7° 근처에서 약 26°로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ILP 선형 배열 안테나는   근처에서

도 HPBW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

50° 범 에서 패치의 길이와 상 없이 이상 인 배열 

요소의 HPBW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표 4에 일

반 인 패치 안테나와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사용하는 5소자 E-평면 선

형 배열 안테나의 빔 주사각도  에 따른 방사 특성을 

정리하 다.

그림 6의 결과로부터 일반 인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빔 주사 특성은 빔 주사 불능으로 인해 

방사 특성이 크게 하됨을 알 수 있다. 5×2 ILPA의 

패치 길이에 따른 5소자 E-평면 ILP 선형 배열 안테나

의 빔 주사 특성을 살펴보면 최  주 빔 이득과 최소 

SLL은  = 0.41 인 경우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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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Gain BSR과 SLL BSR 특성은  = 0.45 인 경우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림 6과 표 4의 결과로부터 일반 인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빔 주사 특성은 빔 주사 불능이 발

생되는 각도 근처에서 주 빔의 이득이 크게 감소되고 

HPBW가 증가하며 최  주 빔 이득을 기 으로 이득

이 3 dB 감소되는 빔 주사 범 가 매우 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ILP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

는 빔 주사 불능이 발생되지 않으며 일반 인 선형 배

열 안테나에 비해 매우 넓은 빔 주사 범 에서 이득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 최소 SLL을 기 으로 

SLL이 3 dB 증가되는 빔 주사 범 가 일반 인 선형 

배열 안테나보다 3배 이상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6과 표 4의 결과로부터 5×2 ILPA의 패치 길이

에 따른 5소자 E-평면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빔 주

사 특성을 종합 으로 검토한 결과 방사 특성이 가장 

향상되는 경우는 패치의 길이가 0.45 인 5×2 ILPA를 

단  안테나 소자로 이용하는 경우로 단된다. 패치의 

길이가 0.45 인 단  ILPA는 패치  유효유 상수가 

1에 가장 가까운 경우로 방사패턴의 칭성이 좋고 수

평 방사 이득이 작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5소자 E-

평면 ILP 선형 배열 안테나로 설계 시 넓은 빔 주사 범

에서 주 빔 이득이 크고 SLL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E-평면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을 향상시키기 한 단  ILPA는 유효유 상

수가 1이 되는 패치 길이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ILPA의 패치  유효유 상

수가 1이 되는 패치 길이  은 식 (1)로부터 0.5  - 2

∆  로 주어진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 상수가 크고 두꺼운 기 을 이용

하여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지는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를 설계하

고 방사 특성을 분석하 다. 여러 가지 패치 길이를 가

지는 5×2 ILPA를 이용한 5소자 ILP 선형 배열 안테나

는 일반 인 선형 배열 안테나에 비해 상호결합이 작으

며 패치 길이가 작아질수록 인  안테나의 패치 가장자

리 간 거리가 증가하여 상호결합이 감소하 다. 단일 

패치 안테나의 방사 패턴과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

의 평균 AEP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 인 사각형 패

치 안테나를 이용한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는 빔 주

사 불능이 상되는 각도에서 이득이 감소하고 딥이 발

생하 으나 5×2 ILPA를 단  안테나로 이용하는 E-평

면 선형 배열 안테나는 패치 길이에 계없이 빔 주사 

불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단일 ILPA의 수

평 방사 이득과 5소자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평균 

AEP 수평 방사 이득은 패치  유효유 상수가 1에 가

장 가까운 패치의 길이가 0.45 인 경우에 최소가 되

었다. 

일반 인 5소자 E-평면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

성은 빔 주사 불능으로 인해 주 빔 이득과 SLL 특성이 

우수한 빔 주사 범 가 매우 좁게 나타났다. 5소자 E-

평면 ILP 선형 배열 안테나의 방사 특성이 가장 향상되

는 단  5×2 ILPA는 패치 길이가 0.45 로 패치  유

효유 상수가 1에 가까운 경우로 나타났다. 패치의 길

이가 0.45 인 단  5×2 ILPA를 이용한 5소자 E-평

면 ILP 선형 배열 안테나는 넓은 빔 주사 범 에서 주 

빔 이득이 크고 SLL이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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