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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자전용 광대역 단일팔 육각 나선형 

배열안테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오 용 덕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단일팔 육각 나선형 안테나를 설계 및 구현 

하였다. 

지상 및 공중의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는 전자전에서 원형편파, 

광대역, 빔 조향 특성, 고이득의 배열 안테나는 요구되는 중요한 

특성이다. 나선형 안테나는 특유의 광대역 특성으로 전자전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이득으로 신호탐색 및 

방향탐지 안테나로만 역할이 한정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광대역, 원형편파 특성의 나선형 안테나를 배열하여 

고이득의 빔조향이 가능한 재머용 안테나를 설계 하였다. 

- 2 -

추가적인 정합회로 및 밸런 없이 50Ω 동축선으로 나선형 안테나에 

급전 하기 위하여 불평형 구조의 단일팔 나선형 안테나를 소자안테나로 

하였다. 나선팔의 외곽에 적은 저항을 분산 배치하여 안테나를 소형화 

하고 반사파를 줄여 축비를 향상 시켰으며, 육각 나선형 형태로 설계 

하여 소자의 밀도를 높였다. 

소자안테나의 배열 시 같은 구조의 소자 안테나가 주기적으로 배열 

되면서 급전부의 이웃한 소자와 합 한 길이가 3.96 GHz에서 한 파장이 

되어 공진이 발생하였고, 급전 구조에서 공진에 의해 방사를 하면서 

나선형 안테나의 효율은 떨어졌다. 공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페라이트로 

동축선 외부도체를 감싸 페라이트의 큰 저항으로 전류가 외부도체 바깥 

면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공진을 억제 하였다.  

8×8 배열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측정한 결과 2 ~ 6 GHz (3 : 1) 

대역폭의 30도 빔 조향이 가능한 축비 3.5 이하의 원형편파 안테나를 

구현 하였다.    

주요어 : Spiral antenna arrays, Circular polarization, Wideband, 

unbalanced feeding, Planar arrays

학   번 : 2015-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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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대전에서 무기체계가 첨단화 자동화됨에 따라 전자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 합참 전자전 교범에 의하면“전자전(Electronic 

warfare, EW)은 전자기파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 :

EMS)을 통제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전자기 및 지향성 에너지

(Electromagnetic energy and derected energy)의 이용 등을 포함한 

제반 군사활동. 전자전은 전자공격(Electronic Attack : EA), 전자지원

(Electronic Support : ES), 전자보호(Electronic protection : EP) 3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1]. 이 중 전자공격(EA)은 전자방해책(ECM)

의 사용과 관련하여 전자기 에너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력, 시

설, 또는 장비를 공격하여 전자기 방사 무기를 무력화하여 전투 능력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1]. 전자공격의 예로써 통신방해, 레이더 교란, 지

향성에너지 무기/레이저 공격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공격 수행을 위한 전파방해용 전자전 재

머(Jammer)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 하고자 한다. 재머는 통신이나 레

이다 탐지활동을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비이다. 재머에 사용될 안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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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주파수의 위협신호를 탐지, 식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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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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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공격 수행을 위한 전파방해용 전자전 재

머(Jammer)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 하고자 한다. 재머는 통신이나 레

이다 탐지활동을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비이다. 재머에 사용될 안테나는 

위협 안테나가 어떤 편파를 방사하는 안테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밍을 위하여 원형편파 특성을 가져야 한다. 원형편파 안테나

는  3dB의 전력손실이 발생하지만 수직 및 수평 선형편파와 모두 통신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주파수의 위협신호를 탐지, 식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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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기 위한 광대역 특성, 재머의 고이득 안테나로 전파를 방사하고 

수신되는 지점에서 레이다 반사파보다 강도가 크게하여 수신장비는 신호

를 증폭해도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고이득 특성, 지

상 및 공중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적 빔 조향 특성 등이 

요구된다. 

나선형 안테나는 광대역, 원형편파 특성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 많이 

사용 되어 왔다. 하지만, 양방향 방사 특성의 나선형 안테나를 한방향의 

방사로 만들기 위해 흡수체(Absorber)로 후면 방사를 막고 전방방향 

방사만 가능하도록 제작하다 보니 방사의 50% (3dB)를 소모하고 

나머지 50%만 방사를 하게 되어 안테나 이득은 상대적으로 낮고, 

레이더 경보 수신기(Radar Warning Receiver : RWR) 또는 신호탐색 

및 방향 탐지 안테나로만 용도가 한정되었다. 

이러한 나선형 안테나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빔 조향이 가능한 

광대역 특성의 고이득 재머용 안테나를 제작하기 위하여 나선형 안테나 

를 소자로 하는 평면 배열 안테나(Planar array antenna)를 설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 ~ 6 GHz(3:1) 광대역 특성의 낮은 높이, 30도 빔 

조향이 가능한 원형편파 배열 안테나를 설계 하고자 한다. 보통의 나선

형 안테나는 양팔 나선구조로 제작 되는데, 이러한 평형 구조(Balanced 

structure) 에 불평형구조의 동축선을 연결 하여 급전을 하려면 광대역 

밸런 (Balanced-to-unbalanced transformer : Balun)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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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 에서는 양팔 나선형 안테나와 단일팔 나선형 안테나를 비교하여 

안테나의 크기, 이득, 임피던스 매칭, 축비 등 안테나의 특성에 큰 차이

가 없음을 확인하고 급전구조를 단순화 하고 50옴[Ω] 동축선으로 밸런 

없이 급전을 하기 위하여 불평형 구조의 단일팔 나선형 안테나로 설계하

였다[2]. 

고이득의 안테나를 구현하는 방법은 안테나 개구면적을 크게 하거나 

소자안테나를 목적에 맞게 배열하는 것이다. 재머에 사용될 고이득의 안

테나는 지상 및 공중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역재밍(Anti 

-jamm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테나 방사패턴을 제어(조정) 할 수 있

어야 한다. 단일소자안테나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 시키기 어렵고, 좋

은 방법이 안테나 배열(Antenna array)이다[3].

배열안테나는 고이득, 빔 제어 등의 장점이 있지만 소자안테나의 배

열 시 각 주파수 별 전기적 거리가 다르므로 그레이팅로브 없이 광대역

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

선형 소자 안테나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소자간의 간격을 줄이는 

WAVES (Wide-band Array Variable Element Size)[4]와 WIPA 

(Wide-band Interstitially Packed Array) 등의 방법이 사용되지만 주

파수의 낮은 대역에서의 이득이 문제가 된다[5]. 본 논문에서는 소자안

테나의 크기를 줄여 모든 동일한 크기의 육각 나선형 안테나를 벌집구조

로 배열하여 밀도를 높이고 낮은 대역에서의 이득을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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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안테나의 배열 시 같은 구조의 소자 안테나가 주기적으로 배열 

되면서 급전부의 이웃한 소자와 합 한 길이가 3.96 GHz에서 한 파장이 

되어 공진이 발생하였고, 급전 구조에서 공진에 의해 방사를 하면서 

나선형 안테나의 효율은 떨어졌다. 공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페라이트로 

동축선 외부도체를 감싸 페라이트의 큰 저항으로 전류가 외부도체 바깥 

면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공진을 억제 하였다.

스파이럴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진행파(Traveling wave) 안테나 이

나 주파수 대역의 하한주파수에 의해 크기가 결정되고 종단면에서 반사

가 발생하여 안테나 나선 외곽에서는 정재파(Standing wave) 형태를 

보이고 낮은 대역의 주파수에서 축비(Axial ratio : AR)는 악화된다.  

본 논문에서는 축비를 향상시켜 원형편파 순도(Circular 

polarization purity)를 높이기 위하여 나선팔 외곽에 적은 저항을 분산 

배치하여 반사파를 줄이고 축비를 향상 시키고 원형편파를 구현 하였다.  

본 논문의 2장 에서는 나선형안테나 및 배열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 안테나 설계 및 소형화와 배열 시 발생하는 공진의 억제에 대

해 설명하며 4장에서는 8ⅹ8 배열안테나의 제작 및 측정 결과를 수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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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나선형 배열 안테나 이론

나선형 안테나는 1957년 Rumsey가 처음 제안 하였다.[6] 나선형 

안테나는 등각 나선형 안테나(equiangular spiral antenna)와 아르 

키메데스 나선형 안테나(Archimedean spiral antenna)로 구분된다. 

등각 나선형 안테나는 주파수 독립 안테나에 완벽히 부합되는 

안테나이지만 나선팔이 길어 질수록 나선팔의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크기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르키메데스 나선형 안테나로 설계하였다. 아르키메데스 나선형 

안테나는 1960년 Curtis에 의해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 졌다.[7] 

제 1 절 나선형 안테나 이론

2.1.1. 방사 원리

[그림 1] (a)와 같이 2선 전송선로가 나선 형태로 감겨 있다고 할 

때, A와 B는 180도 역위상(Anti-phase)으로 급전되고 점 P와 Q는 

급전 지점 A와 B로 부터 각각 같은 길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점 

P와 Q에서 전류는 역위상이 되고, 만약 Δr이 반지름 r 보다 상당히 

작은 값일 때 원호 QP'이 반파장이 된다면 P와 P' 에서 전류는 

동위상이 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나선형 안테나는 원주가 한 파장과 

같아지는 영역에서 방사하게 된다[7]. [그림 1] (b)와 같이 단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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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안테나의 배열 시 같은 구조의 소자 안테나가 주기적으로 배열 

되면서 급전부의 이웃한 소자와 합 한 길이가 3.96 GHz에서 한 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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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공진을 억제 하였다.

스파이럴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진행파(Traveling wave) 안테나 이

나 주파수 대역의 하한주파수에 의해 크기가 결정되고 종단면에서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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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축비를 향상시켜 원형편파 순도(Circular 

polarization purity)를 높이기 위하여 나선팔 외곽에 적은 저항을 분산 

배치하여 반사파를 줄이고 축비를 향상 시키고 원형편파를 구현 하였다.  

본 논문의 2장 에서는 나선형안테나 및 배열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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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하며 4장에서는 8ⅹ8 배열안테나의 제작 및 측정 결과를 수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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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나선형 배열 안테나 이론

나선형 안테나는 1957년 Rumsey가 처음 제안 하였다.[6] 나선형 

안테나는 등각 나선형 안테나(equiangular spiral antenna)와 아르 

키메데스 나선형 안테나(Archimedean spiral antenna)로 구분된다. 

등각 나선형 안테나는 주파수 독립 안테나에 완벽히 부합되는 

안테나이지만 나선팔이 길어 질수록 나선팔의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크기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르키메데스 나선형 안테나로 설계하였다. 아르키메데스 나선형 

안테나는 1960년 Curtis에 의해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 졌다.[7] 

제 1 절 나선형 안테나 이론

2.1.1. 방사 원리

[그림 1] (a)와 같이 2선 전송선로가 나선 형태로 감겨 있다고 할 

때, A와 B는 180도 역위상(Anti-phase)으로 급전되고 점 P와 Q는 

급전 지점 A와 B로 부터 각각 같은 길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점 

P와 Q에서 전류는 역위상이 되고, 만약 Δr이 반지름 r 보다 상당히 

작은 값일 때 원호 QP'이 반파장이 된다면 P와 P' 에서 전류는 

동위상이 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나선형 안테나는 원주가 한 파장과 

같아지는 영역에서 방사하게 된다[7]. [그림 1] (b)와 같이 단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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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 안테나는 양팔 나선형에 비교해 나선팔의 증가율이 1/2이고, 

방사원리는 양팔 나선형 안테나와 동일하다

(a) 

(b)

 [그림 1] 나선형 안테나의 방사 (a) 양팔 (b) 단일팔

- 7 -

원주의 길이가 한 파장보다 짧은 영역에서 P와 P'과 같이 근접한 

나선팔은 전류가 서로 역위상이 되므로 서로 상쇄되어 2선 전송선과 

같이 동작하게 된다.

원주의 길이가 한 파장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방사 하는 나선형 

안테나의 크기는 주파수 대역의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나선형 안테나의 하한주파수 flow에 의해 외곽 반지름 

r2가 결정되고 상한주파수 fhigh에 의해 내곽 반지름 r1이 결정된다[7]. 

                     2πr1≤ λhigh                      (1)

                     2πr2≥λlow                        (2)

 

     [그림 2] 자기상보 구조의 나선형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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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임피던스

아르키메데스 양팔 나선형 안테나는 자기상보 (self-complementary) 

구조를 이룬다. 자기상보 구조는 상보구조를 원점에 대해 회전 시켰을 

때 원래 구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림 2]에서 나선팔의 넓이 w와 

나선팔 사이의 간격 s 가 같은 구조(w=s)를 말한다.  Babinet 원리에 

따르면 원래 안테나와 그 상보구조의 임피던스 곱은 주파수 독립적이다. 

따라서 자기상보 구조는 원래구조와 상보구조가 같으므로 임피던스도 

같은 값을 갖게 되고 임피던스는 주파수 독립적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2]. 

         ZoZc=η2 / 4       (Babinet 원리)               (3)

         Zo=Zc               (자기상보 구조)             (4)

         Zo
2=Zc

2=η2 / 4                                  (5)

         Zo=Zc=η/ 2 ≃188.5 [Ω]                       (6)

         Zo = 원래구조의 임피던스, Zc = 상보구조의 임피던스

2.1.3. 편파

나선형 안테나는 원형편파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형편파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전계 벡터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1]. 

a. 전계가 두가지 직교 선형성분을 가져야 한다.

b. 두가지 성분은 동일한 진폭을 가져야 한다.             

c. 두가지 성분은 시간 위상차가 π/2의 홀수배 이어야 한다. 

- 9 -

다음 [그림 3]과 같이 사각 나선형 안테나를 가정 할 때,

       [그림 3] 나선형 안테나의 편파

나선형 안테나는 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한 파장이 될 때 방사를 

하므로, 나선형 안테나가 방사할 때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대략 파장의 

1/4이 된다. 사각형의 중심부에 급전이 될 때 전류는 사각형 중심부에서 

나선팔을 따라 수직한 변 a(수평 선형성분)와 b(수직 선형성분)를 

차례로 지나 흐르고 전류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며, a와 b의 길이는 한 

파장의 1/4 이므로 위상 차이는 π/2가 된다. 위에 언급한 원형 편파의 

필요충분조건을 만족하게 되므로 나선형 안테나는 원형편파로 방사를 

하게 된다[8]. 나선형 안테나의 편파의 형태는 나선팔이 감긴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에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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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나선 중심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감고 엄지손가락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안테나의 방사 방향이 되고 이러한 편파를 

우편파(Right Hand Circular Polarization : RHCP) 라고 하고 반대 

방향은 좌편파(Left Hand Circular Polarization : LHCP)라고 한다. 

보통 원형편파는 축비(Axial Ratio : AR)가 2 : 1(3 dB) 이하를 의미 

하는데 축비는 장축과 단축의 비를 의미한다. 나선형 안테나의 축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2]. 

              AR = (ER+EL)/| ER-EL |                    

             ER = RHCP전계, EL = LHCP전계             (8)

안테나 중심부에 급전을 할 때, 나선형 안테나는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전류가 흐르며 방사를 하는 진행파(Traveling wave) 

안테나이다. 안테나의 크기가 무한하다면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RHCP 또는 LHCP 특성만을 가지겠지만 안테나가 무한한 크기를 가질 

수 없고, 필요한 주파수 대역에 맞는 안테나 크기를 결정 하게 되면 

나선팔 끝에 종단면이 생기게 되고 나선팔을 따라 흐르던 전류는 

종단면에서 반사를 일으키게 된다. 반사파는 진행파와 반대방향으로 

흐르면서 방사를 하고, 저주파수 대역에서 정재파(Standing wave) 

형태를 띄게 되고 축비가 악화 된다. 종단면에서의 반사파를 줄이고 

진행파를 만들어 축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항, 흡수체, 

tapered arm 기법 등이 사용된다[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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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방사 패턴 

나선형 안테나는 양방향 방사(Bi-directional radiation)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방향 보다는 단일방향 방사 (Uni 

-directional radiation)를 원하고, 단일방향 방사를 구현하기 위해 

안테나의 후방에 접지면 또는 캐비티(cavity) 등 반사판을 두어 단일 

방향 방사를 만들어 준다[13].

반사판에 의해 반사된 후방방사는 안테나와 반사판 사이 거리 

(안테나 높이)의 두배 만큼 위상지연과 반사에 의한 180도 위상 차를 

더한 만큼의 위상지연이 된 상태로 전방 방사와 결합된다.  

    

      (a)                   (b)                   (c)    

[그림 4] 나선형 안테나 방사패턴 (a) 양방향 방사, (b) 단일방향 방사 

캐비티, (c) 단일방향 방사 접지면

안테나와 높이가 파장의 1/4이 되면 후방방사와 전방방사가 

동위상으로 결합하게 되어 전방방사가 더 커지게 된다. 전방방사와 

후방반사의 위상차이가 120도 보다 커지게 되면 후방 반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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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방사 패턴 

나선형 안테나는 양방향 방사(Bi-directional radiation) 특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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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나선형 안테나 방사패턴 (a) 양방향 방사, (b) 단일방향 방사 

캐비티, (c) 단일방향 방사 접지면

안테나와 높이가 파장의 1/4이 되면 후방방사와 전방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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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방사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14]. 안테나 높이는 단일 

주파수에서만 1/4 파장이 되기 때문에 광대역 안테나 제작 시 안테나 

높이를 특정 주파수의 1/4 파장으로 했을 때 그 주파수의 2배 되는 

주파수 에서는 안테나 높이가 1/2 파장이 되므로 전방방사와 후방 

반사파가 서로 역위상으로 만나 서로 상쇄 시키기 때문에 안테나 이득이 

낮아질 수 있다. 

더 넓은 주파수 대역폭에서 안테나의 사용을 위하여 보통의 나선형 

안테나는 캐비티를 사용하고 캐비티와 안테나 사이에 전파흡수체를 

충진하여 후방방사를 흡수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파수 대역폭은 

넓힐 수 있지만 후방방사를 소모하게 되어 이득의 50 %(3 dB)를 잃게 

된다.

원형편파 방사를 하는 나선형 안테나의 편파 방향은 나선팔이 감긴 

방향에 의해  결정되고 전방방사와 후방방사는 서로 반대 방향의 편파를 

갖게 된다. [그림 2]와 같은 나선형 안테나에서 전방방사의 방향이 

RHCP 이면 후방방사는 LHCP 이다. 반사판에 의해 반사될 때 편파의 

방향도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후방방사가 반사파에 의해 반사되면 

전방방사와 같은 편파 방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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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안테나 배열

고이득 및 방사패턴의 제어는 단일소자 안테나로는 어렵다. 이에대한 

좋은 해결책이 안테나 배열(Antenna array)이다. 배열 안테나는 2개 

이상의 안테나 소자를 목적에 맞게 공간적으로 배치하여 원하는 특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배열 안테나의 특성은 소자 안테나 신호원의 진폭과 

위상 그리고 소자들 사이의 간격에 의해 결정된다. 각 소자안테나의 

전자기장의 벡터 합이 배열 안테나의 합성 전자기장이 된다[3]. 

배열 안테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고이득을 얻을 수 있다.

     ❍ 방사패턴을 제어 할 수 있다.

     ❍ 빔을 조향(Scan) 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안테나를 회전     

        시키는 것이 아닌 전기적으로 회전 시킬 수 있다. 

배열 안테나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급전회로가 복잡하다. 

     ❍ 주파수 대역폭이 제한된다[3]. 

배열 안테나는 주파수에 따라 소자 사이의 전기적 거리가 다르므로 

광대역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 전기적 거리가 커지면 그레이팅로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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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할 수 있다. 그레이팅로브는 소자 간격이 둘 이상의 방향으로 방사 

된 필드의 동 위상 부가를 허용하기에 충분히 클 때 발생한다.

그레이팅로브가 발생하면 전력이 분산되어 주빔의 이득이 낮아지게 

되므로 주빔에 전력을 집중 시키기 위하여 그레이팅로브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레이팅로브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sin❘


                  (9)

d 는 소자안테나 간격이며 λ 는 파장, θ 는 빔 조향각이다. 주파수 

대역폭이 2 ~ 6 GHz (3 : 1)이며, 30°빔 조향이 가능한 배열 안테나 

에서 그레이팅로브가 발생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은 등간격 선형배열 

(Unifrom linear array : ULA)시 식 (9)를 식 (2)에 대입하면 

λlow/λhigh = 2π/3 이며 이번 연구에서 계획한 3:1 주파수 대역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레이팅로브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소자안테나의 크기를 줄이거나 

등간격 선형배열(ULA)이 아닌 다른 방법의 배열을 해야 한다. 

소자안테나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주로 집중정수소자 (Lumped 

element)나 흡수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배열의 방법으로 WAVES 

(Wide-band Array of Variable Element Sizes)[5] 와 WIPA 

(Wide-band Interstitially Packed Array)[6]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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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a) WAVES     (b) WIPA

WAVES는 [그림 5(a)]와 같이 원하는 주파수대역의 전 영역에서 

방사하는 안테나와 주파수 대역을 반으로 나누어 높은 주파수대역만 

방사하는 안테나를 사이에 두어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큰 안테나만 

방사하고,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큰 안테나와 작은 안테나가 모두 

방사하게 하여 높은 주파수에서의 소자간격(Element spacing)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능한 주파수 대역 λlow/λhigh = 8π/9 이며 역시 

목표로 한 주파수 대역을 만족하지 못한다. WIPA는 [그림 5(b)]와 

같이 모든 주파수 대역을 방사하는 안테나 사이에 높은 주파수를 

방사하는 안테나를 배치하는 삼각형 격자 배열 (Triangular grid array) 

로 WAVES 보다 소자간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WIPA의 

가능한 주파수 대역은 λlow/λhigh = 4π/3으로 계획한 주파수 대역을 

만족한다. 하지만, WAVES 와 WIPA 모두 낮은 주파수에서 큰 

안테나만 방사를 하고 작은 안테나는 방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대역에서 이득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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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 3 장 안테나 설계 및 시뮬레이션

제 1 절 소자안테나 설계 및 시뮬레이션 

1.1. 2.1.1. 양팔 나선형 안테나와 단일팔 나선형 안테나 비교

나선형 안테나의 크기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파수대역의 

하한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2 ~ 6 GHz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나선형 

안테나의 크기는 2 GHz의 파장이 원주와 같을 때 이므로 안테나 크기를 

48mm로 하여 양팔 나선형 안테나와 단일팔 나선형 안테나를 비교 

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양팔 나선형 안테나와 단일팔 나선형 

안테나는 원하는 주파수대역에서 모두 반사계수 -10dB 이하를 보이고 

있고 이득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안테나의 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평형구조(Balanced structure)의 

양팔나선형 안테나는 추가적으로 밸런(Balanced-to-unbalanced 

transformer : Balun)을 사용해야 한다. 안테나에 연결하는 전송선로는 

동축 케이블이 주로 사용되는데 불평형 구조의 동축선과 평형구조의 

양팔나선형 안테나의 연결을 위해서는 밸런이 필요하다. 반면, 불평형 

구조의 단일팔 나선형 안테나는 밸런 없이 50Ω 동축 케이블을 바로 

안테나와 연결 할 수 있다[2]. 급전구조를 단순화 하기 위하여 광대역 

배열안테나의 소자 안테나는 단일팔 나선형 안테나로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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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양팔나선형 안테나와 단일팔 나선형 안테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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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소자안테나의 형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IPA는 3 : 1 주파수 대역의 배열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파수 대역의 낮은 대역에서 이득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2 ~ 6 GHz 주파수 대역의 5ⅹ5 등간격 선형 배열 안테나를 

설계 한다면 25개의 소자가 모두 방사하지만, WIPA로 설계 시 2 ~ 4 

GHz 주파수 대역에서는 큰 안테나 16개만 방사를 하고, 나머지 9개의 

안테나는 4 ~ 6 GHz 에서만 방사를 하게 되어 2 ~ 4 GHz 에서의 이득 

이 낮다.

본 논문에서는 낮은 대역에서의 이득 문제를 극복하고 전 주파수 

대역에서 그레이팅로브가 발생하지 않는 배열 안테나 설계를 위하여 

소자안테나를 소형화하고, 전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소자안테나를   

WIPA와 같이 삼각 격자 배열을 하려고 한다. 이때 나선형 안테나는 

형태에 따라 원형(Circle), 사각형(Square), 육각형(Hexagon)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나 소자안테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자안테나의 형태를 [그림 6]과 같이 육각형으로 설계 하였다. 육각형 

형태로 설계함으로써 단일 PCB 에 삼각 격자 배열 소자 안테나를 

조밀하게 배치할 수 있다[15].

- 19 -

         [그림 6] 단일팔 육각 나선형 배열 안테나

2.1.3. 소자안테나 설계 및 소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자안테나는 단일팔 육각 나선형 안테나로 

정하였다. 2 ~ 6 GHz 주파수 대역의 배열 안테나 설계 시 그레이팅 

로브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소자 간격 < 33.5 mm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를 만족하기 위해 x축 과 y축 소자 간격 Sx 와 Sy 는 33.5mm 

보다 작아야 한다. 

나선형 안테나는 원주가 파장과 같을 때 방사한다. 2 GHz에서 방사 하기 

위해서는 외곽 한 변의 길이 L ≥ 25mm 이어야 하고 이때 Sx ≥ 21.5mm, 

Sy ≥ 37.5mm 가 되어 y축으로 빔 조향 시 그레이팅로브가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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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13]에 의하면 안테나 종단면에서 발생하는 반사파에 

의해서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정재파 형태가 되어 축비가 악화 되므로 

축비 3dB 이하의 원형편파를 위해서는 안테나의 외곽 둘레 길이가 

파장의 1.4배가 되어야 한다. 

원형편파 나선형 배열 안테나를 위해서 소형화가 필요하다. 나선형 

안테나의 소형화를 위한 방법은 주로 유효파장 (effective wavelength) 

을 줄여서 전기적으로 큰 안테나를 만드는 것이다[16]~[18]. 주로 

유전체를 이용하거나 외곽 나선팔을 구불구불 (meander) 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안테나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지만 

안테나의 면적이 파장에 비해 작다보니 동일 편파 이득(Co-polarized 

gain)은 줄어들고, 종단면 에서의 반사파가 있기 때문에 식 (8) 에 의해 

축비는 악화된다. 원형편파를 방사하는 나선형 배열 안테나를 위하여 

소형화 뿐만 아니라 반사파도 줄여야 한다. 

반사파를 줄이면서 소형화 하기위한 방법으로 [11],[12] 에서는 

외곽 나선팔에 칩 저항(chip resistor)을 이용하여 저항에서 전류가 

소모되게 하여 반사파를 줄이고, 저주파에서 임피던스 매칭을 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7]과 같이 무한 접지면 위의 안테나에 적은 

저항을 외곽 나선팔에 분산 배치하여 안테나의 크기 및 반사파를 줄일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은 CST microwave studio를 이용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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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소자안테나의 평면도 

 

       [그림 8] 소자안테나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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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팔 육각 나선형 안테나는 밸런 없이 50Ω 동축선으로 안테나에 

급전한다. 내부도체(inner conductor)는 나선팔의 중심에 연결되고, 외

부도체(outer conductor)는 디스크에 연결된다. 디스크는 50Ω 임피던

스 매칭을 위해 필요하다.[3] 안테나 높이(나선형 안테나와 접지면 사이

의 높이)는 10mm(2 GHz 파장의 0.07)로 낮은 높이로 구현 하였다. 나

선팔 외곽에 저항을 분산 배치 함으로써 흡수체를 둔것과 비슷한 효과로 

안테나 높이를 낮출 수 있었다.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값

길이 L (mm) 20.8 기판 유전율 4.3

나선팔 폭 W(mm) 1 안테나 높이 Hant (mm) 10

나선팔 간격 S(mm) 1 디스크 간격 Hdisk (mm) 1

좌우 폭 dx (mm) 36 상하 폭 dy (mm) 41.6

    [표 2] 소자안테나의 규격

   

[그림 9] 소자안테나의 VS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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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안테나 배열 및 시뮬레이션 

2.2.1. 소자안테나의 배열

앞 절에서 설계한 소자안테나를 삼각 격자 배열로 무한배열(infinite 

array)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배열 시 소자 간격 Sx 는 18mm, Sy는 

31mm로 그레이팅로브가 발생하는 조건 33.5mm 이하이다. 2 ~ 6 GHz 

대부분 영역에서 임피던스 매칭이 되었지만 3.96 GHz에서 [그림 10]과 

같이 VSWR (Voltage Standing Wave Ratio)이 높은 값을 가진다.

  

[그림 10] 무한배열 (infinite array) 시 VSWR

급전부 구조를 살펴보면 해당 주파수에서 나선형 안테나의 디스크, 

접지면, 동축선의 외부도체 바깥으로 흐르는 전류는 [그림 11(a)] 화살

표 방향과 같고, 접지면에서는 [그림 11(c)]와 같이 동축선으로부터 발

산과 수렴을 반복하고, 소자안테나의 경계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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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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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소자안테나의 규격

   

[그림 9] 소자안테나의 VS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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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안테나 배열 및 시뮬레이션 

2.2.1. 소자안테나의 배열

앞 절에서 설계한 소자안테나를 삼각 격자 배열로 무한배열(infinite 

array)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배열 시 소자 간격 Sx 는 18mm, Sy는 

31mm로 그레이팅로브가 발생하는 조건 33.5mm 이하이다. 2 ~ 6 GHz 

대부분 영역에서 임피던스 매칭이 되었지만 3.96 GHz에서 [그림 10]과 

같이 VSWR (Voltage Standing Wave Ratio)이 높은 값을 가진다.

  

[그림 10] 무한배열 (infinite array) 시 VS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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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 c )

[그림 11] 3.96 GHz 에서의 전류분포 (a) 동축선, 디스크, 접지면 

          (b) 급전부 구조의 길이 (c) 접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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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흐르는 길이가 한 파장이 될 때 공진이 발생하는데 [그림 

11(b)]의 디스크, 동축선, 접지면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72mm로 3.96

GHz 의 파장인 75.7mm 와 비슷한 길이 임을 알 수 있다. 

2.2.2. 공진의 억제

단일 안테나에서는 공진이 발생 하지 않았지만 같은 구조의 소자안

테나가 주기적으로 배열 되면서 이웃한 소자와 합 한 길이가 3.96 GHz

에서 한 파장이 되면서 공진이 발생했다. 급전 구조에서 공진에 의해 방

사를 하면서 나선형 안테나의 효율은 떨어진다. 

 [그림 12] 나선형 안테나의 방사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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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시 공진은 동축선의 외부도체 바깥으로 흐르는 전류와 디스크, 

접지면에 의해 발생하는데 공진을 억제하기 위해 외부도체 바깥으로 흐

르는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 페라이트를 사용하였다[20]. 

외부도체 바깥의 전류는 급전 시 외부도체의 안쪽 면을 따라 흐르는 

전류의 일부가 케이블 끝에서 외부도체의 바깥 면으로 우회하면서 발생

하게 되는데 외부도체 바깥을 페라이트가 감싸게 하여 페라이트의 큰 임

피던스로 인해 외부도체 바깥으로 전류의 흐름을 방지해준다.

하지만 페라이트는 일반적으로 1GHz 이하의 낮은 주파수 범위에 적

합하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손실이 커져 안테나 효율을 감수 시킬 수 있

는 단점이 있다[4]. 높은 주파수에서의 효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공진을 

없애기 위하여 페라이트를 사용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페라이트의 물성(Material property) 인 투자

율의 실수와 허수 값을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페라이트 제품의 

물성은 1GHz 까지만 있다. CST Microwave Studio 에서는 1GHz 이상 

주파수에 대해서는 보간법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무한배열(Infinite array) 시뮬레이션을 수행 한 결과 VSWR 이 [그

림 13]과 같이 목표 주파수 전 범위에서 2 이하를 나타내고 있고, 공진

에 의해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6

GHz 에서의 효율이 20% 정도 떨어 졌지만 55%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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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3] 페라이트를 사용한 배열 안테나의 특성 (a) VSWR

          (b) 방사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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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3] 페라이트를 사용한 배열 안테나의 특성 (a) VSWR

          (b) 방사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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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안테나 제작 및 측정 결과

제 1 절 8×8 배열안테나 제작

[그림 14]와 같이 8×8 배열안테나를 제작하였다. 배열 안테나의 

크기는 309 ×262 mm 이다. 64개의 소자안테나는1mm 간격으로 배열

하였으며, 1.016mm 두께, 유전율 4.3의 RF-43 저 손실 PCB 기판에 

구현되었다. 

접지면은 460 ×410 mm 크기로 1/2 oz 구리로 도금된 FR-4 기

판을 사용하여 동축선과 납땜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동축선의 내부도체는 안테나 중심의 나선팔과 납땜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하였고, 외부도체는 안테나 후면의 디스크 및 접지면에 납땜 하였

다. 외부도체 바깥을 페라이트가 감싸고 있다.  

나선팔 외곽에는 8.2 ~ 50Ω 값을 가지는 저항 18개를 분산 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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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4] 제작된 안테나 사진 (a) 배열 안테나 평면도, (b) 배열   

           안테나 측면도, (c) 소자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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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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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결과

배열안테나의 방사 패턴은 무향실(Anechoic chamber)에서 AEP 

(Active element pattern) 방식으로 측정 되었다. AEP 방식은 급전하

는 소자 안테나 이외의 모든 안테나들은 50Ω 종단기(Termination)를 

연결하여 상호간섭을 포함한 패턴을 측정하는 것이다. 빔 조향을 위하여 

측정 값을 후처리하여 전체 패턴을 구할 수 있다.  배열 안테나의 합성 

전기장 패턴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21] 

                  
  



                   (10)  

Vi 는 i번째 소자 안테나에서 급전전압의 복소수 값, N은 배열 안테

나의 개수, gi(θ,φ) 는 i번째  안테나 전기장의 복소수 값이다. 

[그림 15]는 측전된 배열 안테나의 이득을 나타낸다. 이득의 이론적 

한계는 4πA/λ2 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6 GHz 에서 이득이 다소 저하

된다. [그림 15(b)]의 방사 효율을 확인하면 6 GHz 의 효율이 34%를 

나타낸다. 고주파에서 페라이트가 효율을 저하 시킨 것으로 추정되어 단

일 나선형 안테나를 페라이틀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더니 6 GHz 에서 약 40%의 효율 저하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보

아 6 GHz 에서의 효율저하는 페라이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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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5] 배열 안테나 측정 값 (a) 이득, (b)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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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배열 안테나 측정 값 (a) 이득, (b)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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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빔 조향 개념도

빔 조향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 16]과 같이 측정된 전기장의 위상

에 소자간격, 빔 조향각에 따른 위상 차이를 주어야 한다. 

[그림 17]은 Azimuth 와 Vertical 방향으로의 빔 조향 시 정규화된

방사 패턴 값이다. Azimuth 방향은 [그림 6]의 x축 방향이고, Vertical 

방향은 y축 방향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패턴에서 간섭편파(Cross-polarization)인 RHCP의 이득

이 -15dB 이하이고 2 ~ 6 GHz 전 주파수 대역에서 그레이팅로브의 발

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엽레벨이 -10dB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Azimuth 방향에 비해 Vertical 방향의 소자간격이 크다 보니 

Vertical 방향의 부엽레벨이 Azimuth 방향보다 다소 크지만 Vertical 

방향에서도 -10dB 이하를 모두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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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d pattern(Co-pol),  Measured pattern(Cross-pol)

(b)

[그림 17] 2 GHz 빔 조향 패턴 (a) azimuth방향 (b) vertical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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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빔 조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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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d pattern(Co-pol),  Measured pattern(Cross-pol)

(b)

[그림 18] 3 GHz 빔 조향 패턴 (a) azimuth방향 (b) vertical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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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d pattern(Co-pol),  Measured pattern(Cross-pol)

(b)

[그림 19] 4 GHz 빔 조향 패턴 (a) azimuth방향 (b) vertical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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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d pattern(Co-pol),  Measured pattern(Cross-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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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4 GHz 빔 조향 패턴 (a) azimuth방향 (b) vertical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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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d pattern(Co-pol),  Measured pattern(Cross-pol)

(b)

[그림 20] 5 GHz 빔 조향 패턴 (a) azimuth방향 (b) vertical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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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d pattern(Co-pol),  Measured pattern(Cross-pol)

(b)

[그림 21] 6 GHz 빔 조향 패턴 (a) azimuth방향 (b) vertical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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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5 GHz 빔 조향 패턴 (a) azimuth방향 (b) vertical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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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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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6 GHz 빔 조향 패턴 (a) azimuth방향 (b) vertical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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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축비를 나타낸다. 축비는 식(8)에 의해 계산되었다. 안

테나 외곽에 분산 배치된 저항의 영향으로 반사파를 효과적으로 줄인 결

과 Azimuth방향 및 Vertical방향에서 6 GHz 30°빔 조향 시 축비가 최

대 3.5 dB 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 측정된 축비 (a)Azimuth 방향

- 39 -

[그림 22] 측정된 축비 (b) Vertical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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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낮은 높이의 원형편파, 광대역, 빔 조향이 가능한 배

열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저항을 분산 배치하여 안테나의 소형화 및 목

표주파수 대역에서의 3.5 dB 이하의 원형편파를 달성 할 수 있었고 소

자안테나를 육각형 형태로 설계하고 삼각 격자 배열을 하여 소자 간격을 

줄이고 30°빔 조향 시에도 부엽레벨을 -10 dB 이하로 하였다. 소자안

테나의 배열 시 같은 구조의 소자 안테나가 주기적으로 배열 되면서 급

전부의 이웃한 소자와 합 한 길이가 3.96 GHz 에서 한 파장이 되어 공

진이 발생하였고, 공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페라이트로 동축선의 외부도

체를 감싸 페라이트의 큰 저항으로 전류가 외부도체 바깥 면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공진을 억제 하였다. 하지만 페라이트의 사용으로 6 GHz

에서 효율이 34%로 저하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설계된 안테나는 PCB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고, 주파수

대역의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0.07 파장의 낮은 높이를 가지며 3 : 1 의 

주파수대역에서 부엽레벨 -10 dB 이하를 유지하며 30°빔 조향이 가능

한 원형편파 고이득 배열안테나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원형편파, 광대역, 빔 조향, 낮은 높이, 

고이득 특성 등으로 인해 전자전 재머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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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ideband Single Arm Hexagonal

Spiral Array antenna for electronic warfare

Yongduk Oh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low-profile, 

wideband, single-arm hexagonal spiral antenna. Circular 

polarization, broadband, beam steering characteristics, and high 

gain array antennas are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electronic 

warfare where there are various threats of ground and air. Spiral 

antennas have been used for a long time in the field of 

electronic warfare because of their unique broadband 

characteristics, but their roles have been limited to signal search 

- 45 -

and direction finding antennas with relatively low gain. 

In this study, we designed a jammer antenna with high gain 

and beam steering by arranging spiral antennas with broadband 

and circular polarization characteristics. 

In order to feed the spiral antenna with 50Ω coaxial line 

without additional matching circuit and balun, a single arm spiral 

antenna of unbalanced structure was used as the element 

antenna. By distributed small resistors on the outer side of the 

spiral arm, the antenna is miniaturized, the reflection ratio is 

reduced to improve the axial ratio, and the hexagonal spiral 

shape is designed to increase the density of the element. 

In the arrangement of the element antennas, the element 

antennas having the same structure are arranged periodically, 

and the total length of the elements combined with the 

neighboring elements of the feeding part becomes one 

wavelength at 3.96 GHz, causing resonance. The efficiency of the 

spiral antenna is lowered by  radiation in the feed structure

In order to suppress the resonance, the coaxial outer 

conductor was wound around the ferrite to prevent the current 

from flowing to the outer surface of the outer conductor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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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resistance of the ferrite, thereby suppressing the 

resonance. A prototype 8 × 8 array was fabricated and 

measured. 

As a result, we implemented a circularly polarized antenna 

with an axial ratio of 3.5 or less that enables 30° beam 

steering of 2 ~ 6 GHz (3 : 1) bandwidth.

keywords : Spiral antenna arrays, Circular polarization, Wideband, 

unbalanced feeding, Planar arrays

Student Number : 2015-20945


	제 1 장 서론 
	제 2 장 나선형 배열안테나 이론 
	제 3 장 안테나 설계 및 시뮬레이션 
	제 4 장 안테나 제작 및 측정 결과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9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나선형 배열안테나 이론  5
제 3 장 안테나 설계 및 시뮬레이션  16
제 4 장 안테나 제작 및 측정 결과  28
제 5 장 결론 40
참고문헌 41
Abstract 44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