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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GHz

개구면 결합 패치 안테나의 기판 위치에 따른
이득 변화 및 주기적 특성

Gain Variation of 60 GHz Aperture-Coupled Patch Antenna Dependent on
the Position on the Ground Plane and Periodic Characterist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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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60 GHz 개구면 결합 패치 안테나의 기판 위치에 따른 이득 변화를 살펴보았다. 안테나 구조가 같음에
도 불구하고 일정한 크기의 기판에서 안테나의 위치에 따라 안테나의 이득이 변화하였다. 이때 이득이 0.9 λ의 주기성
과 5 dB 진폭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의 기판에 안테나의 위치에 따라
총 20개의 시료를 제작 및 측정하였으며, HFSS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모의실험과 측정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다른
모의실험을 통하여 이득의 일정한 주기 변화는 기판의 유전율과 굵기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gain variation of a 60 GHz aperture-coupled patch antenna that is dependent on the position on the ground plane is
investigated. Despite using the same antenna, the antenna gain is varied as a function of the antenna position on the ground plane with a
constant size. The period of gain variation is approximately 0.9λ and the amplitude is fixed with approximately 5 dB. Twenty fabricated
test vehicles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simulation results using HFSS software; the measurement and simulation results show
adequate agreement. The printed circuit board (PCB) thickness and dielectric constant strongly affect the period of the gain variation.
Key words: Phased Arrays, Gain Variation

Ⅰ. 서

론

위상 배열 안테나는 밀리미터 대역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WiGig 및
5세대 이동통신에서 위상배열 안테나는 핵심 부품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위상 배열 안테나의 각 안테나 소
자들의 이득 편차는 잘 알려진 문제로 많은 연구 또한 진

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전 출판된 논문들 ～ 에 따르면 위상배열 안테나에
서 각 소자 안테나들의 이득 편차의 원인은 기판의 끝에
서 회절에 의한 2차 방사가 원인이라고도 하며, 기판에서
생성되는 기판모드에 의한 2차 방사가 원인이라고도 한
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기판의 바깥쪽에 사용되지 않는 안테나 소자를 추가 하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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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극복하려는 방법이나 기판모양을 변형시키는 방
법 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60 GHz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일정한
크기의 기판에서 안테나의 위치에 따라 안테나의 이득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이득변화는 일정한 주
기와 진폭을 가지는 사인곡선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
인한다. 이러한 이득변화를 기반으로 안테나 위치를 변경
함으로 이득의 극대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측정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판 위치에 따른 이득변화를 분석하였
으며, 기판의 영향에 따른 이득변화의 모델을 제시하였
다. 유전체의 유전율과 굵기를 변화시켰을 때 주기성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시된 모델의
신뢰성을 높였다.
[8]

Ⅱ. 기판 위치에 따른 안테나 이득 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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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면 결합 패치 안테나 구조

그림 1. 60 GHz
Fig. 1. 60 GHz aperture-coupled patch antenna structure.

804

의 간격으로 안테나의 위치를 슬롯이 구성
된 방향을 따라 오른쪽으로 옮겨가며 설계하였다.
그림 3은 L 크기에 따라 변화되는 안테나 이득(φ=0°)
의 그래프이다. 빨간색 점선은 HFSS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모의실험결과이며 파란색 실선은 측정 결과를 나타
낸다. 두 결과는 거의 일치하며, 이때 안테나가 기판 상에
놓인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이득 변화는 사인곡선의 형
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득변화의 사인곡선은 약 0.9 λ의 주기를 가지며, 약
5.3 dB의 진폭을 가진다. 즉, 일정한 크기의 기판에서 이
득이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가 0.9 λ마다 번갈아가면서
반복되며, 이득이 높은 위치마다 안테나를 배치할 경우,
모두 높은 이득을 가지는 배열 안테나를 구성할 수 있다.
1 mm (0.2λ)

그림 1은 60 GHz 개구면 결합 패치 안테나의 구조이다 .
기본적으로 FR-4 기판(ε =4.4, tanδ=0.02)과 구리(두께=18
μm)를 사용하였다. 3층 기판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층은
200 μm 두께, 위층은 400 μm 두께를 사용하였다. 안테
나를 기준으로 L 은 왼쪽 기판의 크기를 나타내며 L 는
오른쪽 기판의 크기를 나타낸다.
기판상의 안테나의 위치 변화는 그림 2에서 설명된다.
안테나는 L =20 mm(4λ)에서부터 L =39 mm(7.6 λ)까지
1

일정한 크기의 기판에서 안테나 위치 변화

그림 2.
Fig. 2. Antenna position changing with the ground plane
of fixed size.

1

크기에 따른 안테나 이득

변화

그림 3. L1
(θ=φ=0°)
Fig. 3. Antenna gain variation (θ=φ=0°) with L1 size.

60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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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치함으로써 예측된 손실이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

그림 4는 제작된 안테나이다. 앞면에 안테나 패치 모양
이 설계되었고, 뒷면에 도파관 연결을 위해서 전이구조가
설계되었다. 그림 5는 측정을 위하여 구성된 안테나 실험
체의 전체 모습이다. 아래에 안테나 기판이 있으며, 그 뒤
로 도파관 연결을 위한 전이 구조, 그리고 도파관이 연결
된다.
그림 5는 안테나 측정을 위한 설정이다. 사용된 도파관
과 전이구조, 그리고 PCB 아래층에 설계된 도파관으로부
터 전송선로로 변환하기 위한 구조로 인하여 큰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은 약 5.7 dB로 모의실험을 통하여 예측하
였으며, 그림 3의 모의실험과 보상을 해준 측정결과의 값

앞면

(a)
(a) Top view

뒷면

(b)
(b) Bottom view

제작된 개구면 결합 패치 안테나

그림 4.
Fig. 4. Fabricated aperture-coupled patch antenna.

안테나 측정을 위한 설정 뒷면

그림 5.
(
)
Fig. 5. Setup for antenna measurement(bottom).

Ⅳ. 결과 분석

출판된 논문 에 따르면, 안테나의 이득 변화는 편파방
향의 기판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때, 기판크기는 안테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기판 크기가 각각 독립
적으로 영향을 준다.
일정한 기판의 크기에서 그림 2와 같이 안테나가 좌측
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좌측의 기판 길이는 점점
길어지게 되며, 우측의 기판 길이는 짧아지게 된다. 각각
의 기판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안테나의 이득 특성 곡선
은 사인파형을 가지게 되므로 이는 두 개의 사인파형의
중첩으로 나타난다. 출판된 논문 에서 측정된 1.8λ의
주기를 가지는 결과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그림 3과 같이
0.9λ의 주기를 가지는 사인파형으로 나타난다.
그림 6은 제시되는 기판 기반의 안테나 방사 모델이다.
기판 기반의 안테나는 전체를 안테나구조로 인식하는 것
보다는 편파방향의 기판을 하나의 부가 구조로 인식하여
야 한다. 안테나를 기준으로 우측과 좌측이 안테나의 영
향으로 2차 방사를 일으키게 되며, 안테나에서 기판의 끝
까지 길이를 함수로 주방사와 위상이 같거나 달라짐으로
안테나의 최종 이득이 결정되는 것이다.
표 1은 모의실험을 통하여 유전체의 굵기와 종류에 따
른 이득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의 제안된 기판을
기반으로 한 안테나의 방사모델에서 2차 방사는 유전체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기판을 기반으로 안테나의
[1]

[1]

제안된 기판기반 안테나 방사 모델

그림 6.
Fig. 6. Proposed antenna with PCB ra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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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굵기와 유전율에 따른 이득변화 주기

표 1.
Table 1. Period of gain variation with various dielectric
thickness and dielectric constant.
Thickness

εr

3

4

5

0.5 mm

1λ

0.9λ

0.9λ

1 mm

0.95λ

0.85λ

0.8λ

1.5 mm

0.85λ

0.65λ

0.5λ

[2]

[3]

이득변화는 기판의 유전율과 굵기에 따라 그 주기가 달
라지는 것을 표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주기는 사용
된 유전체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유전체의 유전율이 높아
질수록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토론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판의 안테나 위치에 따른 이득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모의실험과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값을
비교하였다. 일정한 크기의 기판에서 이득변화는 0.9 λ
의 주기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모의실험 결과와
측정 결과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측정 결과로 안테나의
편파방향의 좌우 기판의 크기에 따라 이득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기판을 기반으로 안테나의 방사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모의실험을 통한 여러 경우의 이득
변화 주기를 확인함으로써 제시된 모델의 가능성을 뒷받
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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