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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지향성을 갖는 이중 대역 전기적 빔 틸팅 배열 안테나 설계

Design of the Dual-Band Electrical Beam Tilting Array Antenna 
with Bi-Directional Directivity

전 후 동․허 수 영*․고 지 환

Hoo-Dong Jeon․Soo-Young Heo*․Ji-Hwan Ko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성 지향성을 갖는 이중 대역 전기적 빔 틸팅 배열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복사소자는 이중 공진이
일어나도록 하고, PCB 기판을 이용한 평면 다이폴로 설계하였다. 각 주 빔을 틸팅하기 위하여 위상 지연기는 광대역으로
동작하여야 하므로 50 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한 위상만 변화되도록 설계하였다. 설계 안테나는 0°～±8°의 틸팅
각도를 갖는다. 안테나의 설계 규격을 검증하기 위해 배열 안테나를 제작하고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계산결과와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dual band electrical beam tilting array antenna with bi-directional directivity is designed. Radiating element operates 
at dual-resonance frequencies and is designed as planar dipole using PCB. In order to tilt the main beam, the phase delay line is 
designed by use of only the phase shifting line of a 50 Ω microstrip line for broadband. The designed antenna has tilting angle of 
0° to ±8°. For validation of the designed antenna specification, the array antenna is fabricated and the performances are measured. 
Comparison between theory and experiment shows goo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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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통신 시스템의 발전과 보급화로 인하여 무

선 데이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광대

역 특성이 요구되며, 아파트 단지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열악한 전파환경과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데

이터 및 통화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1]. 
또한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는 LTE(Long Term Evolu-

tion)와 LTE-A(Long Term Evolution-A) 그리고 WCDMA
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비스 사업자는 각 주파수별
안테나를 설치해야 함으로써 이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중 대역
으로 동작하고, 양방향 지향성을 갖게 하여 1개의 안테나
로 2개의 안테나 효과를 나타내어, 안테나 설치 수를 줄
여 유지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및 통화 품질에 열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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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중 대역으로 동작하

고, 안테나 각 주빔의 방향을 상, 하측 방향으로 각각 틸
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열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배열 안테나의 복사소자는 안테나가 양방향 지향성을

갖고 전방향성의 빔 패턴을 가져야 하므로 넓은 빔폭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인 넓은 빔폭을 가지는 안테나로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가 있으나, 안테나 구조상 대
역폭에 한계가 있다[2],[3]. 제안한 안테나의 대역폭을 만족
하고, 임피던스 정합이 쉬운 PCB를 이용한 이중 공진이
일어나는 형태로 평판형 다이폴 형상으로 구현하고자 한

다
[4],[5]. 배열안테나의 설계 성능 검증을 위하여 안테나를
제작하였고, 측정 및 비교 검토하였다.

Ⅱ. 배열 안테나 설계

2-1 안테나 설계 목표

제안한 안테나는 그림 1의 설치예와같이 양쪽 방향으
로 빔이 지향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각 빔을 틸팅하여 서
비스 영역내에 통화 품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제안 안테
나의 구성도와 구조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안테나의 구
성은 양방향 빔과 빔 틸팅을 위한 2-way 전력 분배기, 주
빔을상, 하측으로 틸팅할 수있게하는 위상지연선로그
리고 이중 대역으로 동작하는 복사소자인 다이폴로 구성

되어 있다. 양방향 지향성을 갖기 위하여 그림 1처럼 양
쪽 방향으로 각빔이형성하도록 4개의 방사 소자를 갖는
배열 안테나를 2-way 전력 분배기로 연결하였다. 제안한

그림 1. 안테나 설치 예

Fig. 1. Example of antenna installation.

(a) 제안한 안테나의 구성
(a) Configuration of proposed antenna

(b) 제안한 안테나의 구조
(b) Structure of proposed antenna

그림 2. 안테나 구성도 및 구조
Fig. 2. Configuration and structure of proposed antenna.
 

안테나의 설계 목표는 표 1에 나타내었고, 현재 이동 통
신용 안테나 규격을 만족하도록 설계 목표를 세웠다. 기
존의 단방향을 갖는 지향성 안테나일 경우, 지지 구조물
에 비스듬하게 설치하여 주빔을 원하는 방향으로 지향하

게 하는 즉, 기계적인 틸트를 주어 서비스를 할 수 있지
만, 그림 1과 같이 안테나의 주빔이 양쪽 방향으로 가지
며, 각각 독립적으로 주 빔을 상측 또는 하측으로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할 경우, 기계적인 틸트로 조절하여 서비스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빔의 틸트 각이 커지면 높
은 주파수 대역에서 그레이팅 로브가 크게 발생되어 다

른 신호에 간섭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기적 틸트
각도를 0°～±8° 범위로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안테나의

각 주빔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하였다.
복사소자가 원하는 대역에서 동작하고, 안테나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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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규격

주파수[MHz] 824～894 1,710～2,170
정재파비(SWR) 1.8 : 1 이하 1.8 : 1 이하
이득(dBi) 5.0 이상 10.0 이상

빔폭
수평(°) 300° 이상 60° 이상
수직(°) 28°±3° 12°±3°

콘넥터 7/16″DIN Female×1
편파 수직

전기적 틸트 0°～±8°
크기 φ120×700 mm

표 1. 안테나 규격 목표 값
Table 1. Specified value of antenna.

수직 빔폭, 수평 빔폭 등의 규격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반사판 폭, 배열 간격 등의 설계는 상용 시뮬레이터인
CST[6]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2-2 이중 대역 복사소자 설계

제안한 안테나는 수직 빔 패턴에서는 양방향 지향성을

갖고, 수평 빔 패턴은거의 전방향성 패턴이요구된다. 이
런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넓은 빔폭을 갖는 복사소자를 1차원적으로 배열해야 할
것이다. 이런 넓은 빔폭을 갖는 대표적인 복사소자는 마
이크로스트립 패치가 있지만, 패치 안테나는 협대역이므
로 다중 대역 이동통신 안테나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3]. 본 복사소자 설계에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사판 위 적절한 높이에 이중대역을 갖는 평면형

다이폴을 두는 것으로 복사소자를 설계하였다. 
그림 3의 다이폴을 보면 복사소자의 급전은 황동을 이

용한 평행판 전송선을 이용하였다. 전송선의 폭을 조절하
면서 임피던스 정합을 하였다. 그리고 반사판 위에 놓여
있는 평면형 다이폴의 높이 H1은 높은 주파수대(1,710～
2,170 MHz)에서는   정도로 적절히 두어 반사판에 의
한 파와 합하게 하고, 그러면 낮은 주파수대(824～894 
MHz)에서는 H1=약 0.075λ(27 mm)로 파장에 비해 매우
작게 되는데, 이 주파수대에서는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처럼 도체 패치의 가장자리에서 발생되는 전계에 의해

파가 방사하게 설계하였다[3].

(a) 다이폴 구조(l1:149 mm, l2: 83 mm)
(a) Dipole structure(l1:149 mm, l2: 83 mm)

(b) 측면
(b) A side view 

그림 3. 단일 소자의 구성도(H1: 27 mm)
Fig. 3. Configuration of single radiator(H1: 27 mm).

 

그림 4. 단일 소자의 반사 손실
Fig. 4. Return loss of single radiator.
 
제작된 복사소자의 반사 손실의 측정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내었으며, 원하는 두 주파수 대역에서 12 dB 이상으
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단일 복사소자의 방사
패턴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수평 빔 패턴을 보면 낮은
대역의 중심주파수 859 MHz에서 빔폭은 173.7°이고, 높
은 대역의 중심주파수 1,940 MHz에서는 100.8°로 형성되
었으며, 요구되는 넓은 빔폭을 만족하였다.

2-3 이중 대역 배열 안테나 설계

그림 2에서보여준 바와같이전기적빔 틸팅안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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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일 소자의 패턴
Fig. 5. Pattern of single radiator.
 
복사소자로 인가되는 각 급전의 크기는 균등하게 하고, 
복사소자 간에 위상차를 두어 각 주빔을 틸팅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평면형 다이폴의 배열은 등간격으로 두었
으며, 2-way 분배기 사이에 위상 지연기를 두는 것으로
구현하였다. 안테나 배열 구조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일반 배열 안테나와 달리 복사 소자 ①번과 ②번 그리고

③번과 ④번에 입력되는 신호간의 위상차는 2β이며, 이
위상차로 인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빔이 틸팅
하게 된다. 여기서 원하는 빔의 틸트 각( )이 주어지면
위상 β는 다음의 식 (1)로부터 얻을 수 있다.

  

  sin (1)
  

여기서 는자유공간전파상수, d는배열간격을나타낸다.

그림 6. 안테나 배열의 구성
Fig. 6. Configuration of antenna array.

(a) 정면
(a) Top view

(b) 측면
(b) Side view 

(c) 3D 구성도
(c) 3D view

그림 7. 위상 지연 선로 구성도

Fig. 7. Configuration of phase delay line.
  
그림 6과 같은 배열 안테나의 이론을 바탕으로 표 1의

설계 규격을 충족하는 배열 안테나의 설계 파라미터로서

배열 갯수(N)는 4개, 배열 간격(d)은 안테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중심 주파수인 1.497 GHz의 1.0λ인 154 mm로
설정하고 설계를 하였다. 각 복사소자에 공급하는 신호의
크기는 균일하므로 전력 분배는 3 dB 2-way 전력 분배기
를 사용하였으며, 각 복사소자에 공급하는 신호의 위상차
는 그림 7과 같은 상대적인선로의 길이차를 이용한 위상
지연기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제안한 배열안테나는 이중 대역으로 동작되어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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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위상 지연 선로의 반사 손실 및 선로 손실
Fig. 8. Return loss and insertion loss of phase delay line.

 
로 광대역 위상 지연기가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50 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하여 위상만을 천이될 수 있

도록 그림 7과 같이 설계하였다. 위상 천이가 발생하기
위해 그림 7처럼 윗 층과 아래 층에 적층된 구조로 PCB 
기판(εr: 3.1, H: 0.8 mm)에회로를 구성하고, 윗기판과 아
랫 기판의 전송 선로가 기계적으로 접촉되어 윗 기판을

좌, 우로 이동하면서 위상차가 발생하게 된다.
설계된 위상지연선로에 대해상용시뮬레이터인 CST

를 이용하여 반사 손실 및 삽입 손실을 계산하였으며, 그
림 8에 나타내었다. 반사 손실은 광대역으로 —25 dB 이
상이고, 선로 손실은 —0.2 dB 이하의 값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대역의 중심 주파수( )인 859 MHz와 1,940 
MHz에서 윗기판의 이동거리에 따른 위상차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안테나의 각 주 빔이 최대 8° 틸팅이 되기 위해서는 식

그림 9. 윗 기판의 이동 거리에 따른 위상차
Fig. 9. Phase difference according to moving distance of top 

substrate.

(1)로 계산하여 보면 낮은 중심주파수에서는 ±22.1° 그리
고 높은 중심주파수에서는 ±49.9°까지 위상차가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위상차를 얻기 위해 위상 지연 선로를 설계
하였고, 그림 9에서 보면 윗 기판을 좌, 우로 ±8 mm 움직
였을 때 각 주파수별로 ±22.1°와 ±49.9°까지 위상차가 함
께 발생되어 원하는 위상차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안테나 제작 및 측정 결과

앞서 설계한 전기적 빔 틸팅 배열안테나를 제작한 모

습은 그림 10에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복사소자 제작

(a) 정면 (b) 측면
(a) A top view                (b) A side view

(c) 뒷면
(c) A back view

그림 10. 제작된 안테나
Fig. 10. Fabricat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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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859 MHz, 틸트 각(0°, 0°)                           (b)  859 MHz, 틸트 각(0°, —8°)

      

         (c)  1,940 MHz, 틸트 각(0°, 0°)                         (d)  1,940 MHz, 틸트 각(0°, —8°)

그림 12. 측정된 수직 빔 방사 패턴
Fig. 12. Measured vertical beam pattern.

그림 11. 측정된 반사 손실
Fig. 11. Measured return loss.

 
은 Rishio사 CS3376G PCB 기판(εr: 3.1, H: 0.8 mm)을 사
용하였고, 다이폴 아래로 50 Ω 동축 케이블과 임피던스

정합을 위한 평행판 전송선은 황동으로 만들었으며, 평행
판 전송선의 폭을 조절하여 정합을 시켰다. 그리고 제한
된 안테나 크기와 넓은 빔폭을 갖는 수평 빔을 얻기 위하

여 반사판의 폭은 65 mm이고, 두께가 1.5 mm인알루미늄
판을 사용하였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 우측
의 안테나를 결합하기 위해 광대역 2-way 전력 분배기가
연결되며, 콘넥터는 7/16 DIN Female이다. 안테나의 외피
는외부 환경의 노출및보호를 위하여 재질이 F.R.P인레
이돔(Φ120×700 mm인 원통형)으로 덮인다. 
제작된 안테나에 대해 반사 손실의 측정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보면 저주파 대역 및 고주파 대
역에서반사손실은각각 11.5 dB(SWR:1.72), 12.7 dB(SWR: 
1.6) 이상으로 목표 값을 만족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적 빔 틸팅 배열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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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턴은 위상 지연 선로의 길이 조절에 따라 전기적 틸

트 각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림 10(b)에서 보면 중심축에
서 좌측과 우측에 각각 4개의 복사소자가 배열되어 있어, 
좌측 패턴과 우측 패턴은 독립적으로 전기적 틸트를 줄

수 있다. 이를 (좌측 틸트 각, 우측 틸트 각)으로 표시할
것이다. 제작된 배열안테나의 패턴 측정 결과는 각 중심
주파수별로 좌, 우측 전기적 틸트 각이 주어지지 않는 경
우(0°, 0°), 우측만 틸트 각이 주어진 경우(0°, —8°)에 대
하여 수직 빔 패턴 예로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수평 빔 패턴은 전방향성이므로 틸트 각이 주

어지지 않는 경우(0°, 0°)에 대하여만 측정 결과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패턴 그림을 보면 주어진 요구대로 좌
측 빔은 틸팅이 없지만, 우측 빔은 아래로 약간 기울어지

(a)  859 MHz
 

(b)  1,940 MHz

그림 13. 측정된 수평 빔 패턴

Fig. 13. Measured horizontal beam pattern.

는 즉 빔 틸팅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각 주빔을 독립적으
로틸팅이 가능함을 볼수있다. 제작된 배열안테나의이
득 측정은 저주파 대역(824～894 MHz)에서 최소 이득이
6.42 dBi, 수평 빔폭 360°, 수직 빔폭 29.32°, 고주파 대역
(1,710～2,170 MHz)에서 이득 10.71 dBi, 수평빔폭 77.53°, 
수직 빔폭 12.92°의 결과를 얻어 목표 설정 값에 만족함
을 보였다.
따라서 이상의 배열 안테나의 측정 결과는 앞서 제시

한 표 1과 비교하여 보면 요구 설계 규격 목표를 모두 만
족하였다. 그리고 본 배열 안테나는 이동통신 중계기용
안테나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중 대역으로 동작하고, 양방향 지향
성을 갖는 전기적 빔 틸팅 배열안테나를 설계하였다. 복
사소자는 이중 공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면형 다이폴

로 선정하고, 저주파 대역(824～894 MHz) 및 고주파 대역
(1,710～2,170 MHz)에서 공진이 되도록 반사판을 가진 다
이폴을 설계하였다. 측정 결과로 배열안테나의 수직 빔
패턴은 양뱡향 지향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전기적 빔을

틸팅할수 있고, 전기적틸트각은주어진 설계 규격을만
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배열안테나가 이동
통신의 데이터 및 통화 품질에 열화가 있는 지역에 기지

국 안테나로 사용하면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전기적 틸트 각을 이용하면 서비스 지역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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