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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g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W-band monopulse tracking system based on reflectarray antenna structure. 

The proposed reflectarray antenna monopulse tracking system consists of four feed horn antennas and a planar 

reflector using a microstrip reflectarray. The four feed horn antennas have a gain of 10 dBi and a half-power 

beam-width of 56 degrees symmetrically in the E/H plane. It was confirmed that the reflectarray antenna using 

one feed horn antenna has a size of 41.8 × 41.8 mm2, a gain of 26.8 dBi, and a half-power beam-width of about

5.6 degrees. The reflectarray monopulse tracking system using 4 feeding horn antennas is well matched from 75 

GHz to 90 GHz, and the isolation is secured by more than 10 dB. Finally, the proposed system shows the tracking

range of 5.98 degrees and the tracking error range was 0.02 degrees.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반사배열 안테나 구조를 이용한 W대역 모노펄스 추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반사배열 안테나 모노펄스 추

적 시스템은 단일 반사 방식의 4개의 급전 혼 안테나과 마이크로스트립 반사배열을 이용한 평판형 반사판으로 구성된다. 4개의 급

전 혼 안테나는 10 dBi의 이득, E/H평면에서 대칭적으로 56도 반치각을 가지고 있다. 1개의 급전 혼 안테나를 사용한 반사배열 

안테나는 41.8 × 41.8 mm2의 크기로, 26.8 dBi의 이득과 약 5.6도의 반치각 빔폭을 가지고 있다. 4개의 급전 혼 안테나를 사용

한 반사배열 모노펄스 추적 시스템은 75 GHz에서 90 GHz까지 정합되어 있으며, 각 안테나 사이의 격리도는 10 dB 이상 확보되어

있다. 또한 전파신호의 추적범위는 5.98도를 가지고 있으며, 추적오차범위는 0.02도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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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75 GHz에서 110 GHz을 구성하는 W대역은 5세대 

밀리미터파 이동통신 이후 6세대 이동통신의 준테라헤르

츠파 후보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1-3]. 이러한 W대

역의 전파특성은 밀리미터파에 비해 직진성이 강하며, 

짧은 파장으로 인하여 큰 경로손실을 갖는다. 이러한 경

로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W대역 안테나는 높은 이득

을 갖는 전기적 대형 파라볼릭 반사판 안테나가 이용된

다. 종래의 포물곡면을 가지는 파라볼릭 반사판은 W대

역의 짧은 파장으로 인해, 매우 세밀한 공정이 필요한 단

점이 있다. 또한 높은 이득의 반사판 안테나는 협소한 반

치각을 발생하여, 송신부와 수신부가 정확하게 정렬이 

되지 않으면, 즉, 정밀한 송수신기 사이의 LOS(line of 

sight)가 확보되지 않으면 송수신기간 통신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W대역의 반사판 안테나의 공정

의 용이성과 좁은 빔폭으로 발생하는 송수신기 사이의 

안테나 정렬을 보정하기 위한 반사판배열(reflectarray) 

안테나를 이용한 모노펄스 추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반사배열 안테나는 평면의 마이크로스트립 구조로 이루

어져 공정이 용이하고[4], 또한 송수신기 사이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모노펄스 추적이 가능하여 W대역 

빔정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5]. 제안하는 반사배열 안

테나 모노펄스 추적 시스템은 이어지는 절에서 구체적으

로 기술하겠다.

Ⅱ. 반사배열 안테나 시스템 설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반사배열 안테나 모노

펄스 추적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반사배열은 유전율 2.2, 

두께 0.254 mm의 유전체 기판에 80 GHz의 약 반파장

에 해당하는 1.9 mm 단위 반사소자를 기반으로 설계되

었다. 반사배열의 전체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80 

GHz의 파장의 22배의 크기를 갖는 41.8 mm의 정사각

형 유전체 기판에 373개의 단위 반사소자를 이용하였다. 

반사소자는 0.1 mm에서 1.7 mm까지 범위에서 10 종

류의 정사각 마이크로스트립 반사체 단위소자로 구성되

었다. 반사배열과 급전 혼 사이의 거리는 초점거리인 혼 

안테나의 개구면을 기준으로 37 mm에 위치하였다. 또

한 제안한 반사배열의 illumination 및 spill-over 손실

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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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reflectarray 

antenna monopulse tracking system.

그림 1. 제안한 반사배열 안테나 모노펄스 추적 시스템

그림 2는 제안한 안테나의 급전으로 사용한 혼 안테나

의 구조와 특성을 도식한 것이다. 급전 혼의 반사계수는 

분석 주파수대역에서 모두 -10 dB이하로 잘 설계되었으

며, 80 GHz의 E/H평면에서 좋은 대칭적인 방사패턴을 

가지고 있다. 혼 안테나의 이득은 약 9.7에서 11.1 dBi

로 변화하며, 80 GHz에서 10 dBi를 갖도록 설계하였

다. 또한 반치각은 E/H평면 모두에서 약 56도로 설계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1개의 혼 안테나를 사용하여 반사배열 안테

나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도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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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metry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 of the 

feed pyramidal horn antenna.

그림 2. 급전 혼 안테나의 구조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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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ical and radiation performance of the single 

horn-fed reflectarray antenna at 80 GHz.

그림 3. 단일 혼 급전을 이용한 80 GHz 반사배열 안테나 특성

제안한 반사배열은 단일 혼 안테나를 사용하였을 때, 

반사계수는 75 GHz에서 90 GHz까지 -10 dB이하로 잘 

동작하고 있으며, 방사패턴은 급전 혼 안테나의 빔 대칭

성으로 인하여, E/H평면에서 방사패턴이 유사하게 형성

되며, 반치각은 약 5.6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80 GHz

를 중심으로 설계된 반사배열 안테나는 75 GHz에서 90 

GHz까지 약 24 dBi 이상의 이득을 확보하였으며, 80 

GHz에서 26.8 dBi의 이득을 보여주었다.

Ⅲ. 모노펄스 추적 시스템 특성 분석

그림 4는 반사배열에 혼 안테나 위치에 4개의 혼 안테

나를 이용하여, 모노펄스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전기적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도식한 것이다. 4개

의 급전 혼 안테나는 임의의 공간에서 상부와 하부 사이

의 위치 추적 및 좌부와 우부 사이의 위치 추적을 위해 

사용되는 신호를 추출할 때 이용된다. 안테나의 위치는 

중심에서 E평면으로 ±1.6 mm, H평면으로 ±2.5 mm 

이격시켰다. 각각 안테나는 안테나 단면적을 기준으로 1

사분면부터, 4사분면에 위치한 안테나를 각각 BACD로 

명명하였다. S11은 안테나의 반사계수를 나타내며, 급전 

혼 안테나는 잘 정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21부터 

S41은 안테나 사이의 격리도를 나타내며, 10 dB 이상의 

높은 격리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Scattering parameters

(b) Radiation patten by positions A and D feed horn

(c) Radiation patten by positions B and C feed horn

Fig. 4. Characteristics of the multiple horn-fed reflectarray 

antenna monopulse tracking system at 80 GHz.

그림 4. 멀티 혼 급전을 이용한 80 GHz 반사배열안테나 모노펄스 

추적 시스템 특성

그림 5는 그림 4에서 도식한 ABCD 위치에서 급전 혼 

안테나에서 수신한 전력을 모노펄스 추적을 위해 E-평면 

상의 방사패턴 합(S)과 차(D) 신호와 모노펄스 성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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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m(S) pattern

(b) Difference(Delta, D) pattern

(c) Monopulse (voltage gain) curve

Fig. 5. Monopulse tracking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reflectarray antenna at 80 GHz.

그림 5. 제안한 반사배열 안테나 80 GHz 모노펄스 추적 성능

타내는 모노펄스 기울기(monopulse ratio, D/S)를 도

식한 것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넓은 

반사배열의 반치각 빔폭과 좁은 빔 이동범위에 의해 합

패턴의 경우 중심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노펄스 기울기는 ±2.49도에서 선형영역으로 

동작하여, 약 5.98도에서 추적범위가 형성됨을 알 수 있

다. 또한 추적해상도(voltage gain resolution)는 0.02

도 확인되며, 이는 추적오차범위가 0.02도 내에서 추적

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은 80 GHz 중심주

파수를 사용하는 W대역에서 충분한 신호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W대역에서 동작하는 반사배열안테나를 

이용한 모노펄스 추적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분

석하였다. 제안한 모노펄스 추적 시스템의 80 GHz에서 

추적각도는 -2.49도에서 +2.49도까지 4.98도이며, 오차

각도는 약 0.02도 임을 검증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크

기와 중량의 장점으로 고이동체의 준테라헤르츠파 안테

나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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