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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편파 재구성 기능을 갖은 광대역 GNSS 안테나 설계에 관하여 기술한다. 광대역 안테나 방사 소자는 이중 직교차 구조의
프린트 다이폴 소자이며, 광대역 편파 재구성 기능 구현을 위하여 낮은 위상 오차를 갖는 광대역 4채널 가변 스위칭 회로망을 사용한다.

Ⅰ. 서 론

편파 재구성 기능을 갖는 광대역 GNSS 안테나는 광대역 GNSS 안테나

의동적실내외전파시험환경 구성에 필수적으로요구된다. 외부 제어에

의해 가변되는 안테나의 편파(선형 또는 원형 편파) 특성은 실내외 전파

환경 구축에서 다양한 동적 시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Ⅱ. 본론

그림 1 은 편파 재구성 기능을 갖는 광대역 GNSS 안테나 형상 및 급전

회로망 구성도를 보여준다.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 대역은 1.17~1.61 GHz

(fc=1.39 GHz) 이며, 안테나 방사소자는프린트직교차 다이폴소자를사

용한다. 원형 접지면 직경은 125 mm 로 0.58 파장에 해당된다. 편파 재구

성 급전 회로망은 3 단자 회로망구조로 내부에광대역 2-단 윌킨슨 전력

분배기, 4 채널 위상 제어 선로 그리고 4 개의 SPDT 스위치로 구성되며,

광대역에서 낮은 위상 오차 구현을 위하여, 강한 위상 분산 특성을 갖는

45o 개방/단락 스터브를 갖는 회로망이 사용된다[1].

그림 1. 편파 재구성 기능을 갖는 광대역 GNSS 안테나 형상 및 급전

회로망 구성도

그림 2 는 각 제어된편파특성을갖는광대역 GNSS 안테나의시뮬레이

션된입력반사손실 특성을 보여준다. 동작 주파수 대역(1.17~1.61 GHz)내

에서 약 8.6 dB 이상을 보여줌을 알수 있다. 선형 편파 제어시낮은대역

에서의 입력 정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은 편파재구성기능을갖는광대역 GNSS 안테나의재구성방사

특성을 보여준다. 급전 회로망에서 편파 제어를 통하여 제안된 안테나가

광대역에서양호한 방사 특성(안테나 이득 : ~5 dBi)을 보여줌을 알수 있

다. 안테나 외부에 직경 1.0 파장(약 220 mm)인 캐버티(cavity) 구조물을

둠으로써 안정된 방사 패턴과 약 10 dBi 의 안테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 광대역 편파 재구성 안테나의 입력반사손실 특성(시뮬레이션)

(a) f=1.176 GHz (b) f=1.279 GHz

(c) f=1.575 GHz (d) f=1.602 GHz

그림 3. 편파 재구성 기능을 갖는 광대역 GNSS 안테나의 방사 특성

최적화 설계된 안테나의 3 dB 빔폭은 85o typ. 이며, 3 dB 빔폭내 선형

편파 및 원형편파의축비 특성은 각각 30 dB typ. 그리고 3.0 dB typ. 의

양호한 축비 특성을 보여주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편파 재구성기능을 갖는광대역 GNSS 안테나를 제안하

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향 후 GNSS 간섭 동적 시험 황경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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