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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량 드론 등 , 3차원 공간에서 이동하는 이동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될 기지국에 적합한 안테나를 제안한다 제안하5G . 
는 안테나는 에서 무지향성 패턴을 갖고 에서 타원 패턴을 갖는 선형 편파 안테나를 기반으로 두 개의 안테나를 형태로 E-plane H-plane folded microstrip ‘+’ 
결합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안테나가 각 수직 및 수평 편파에 대한 과 방사패턴이 무지향성이 되는 등방성 안테나로 동작함을 확인. E-plane H-plane 
하였다 이는 자율주행차량 드론 등의 이동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향후 이동통신 시스템에 활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Beyond 5G .

서 론. Ⅰ

최근 상용화와 함께 향후 또는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개발 5G Beyond 5G 6G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동통신에서는 사람 뿐 아니라 사물들이 상호 정, 6G 
보를 주고 받는 사물 인터넷 이 각광을 받을 것으(Internet-of-Things, IoTs)
로 예상된다 특히 시대에서는 사물들 중 자율주행차량 및 드[1]. , Beyond 5G 
론이 가장 중요한 통신 장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량은 기존의 나 기지. GPS
국 신호등에 의해 제어가 가능하며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센서 등으로 활, / /
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론은 차원 공간을 이용하므로 공간적 위치 및 . 3
편파에 독립적일 필요가 있으나 기존 신호는 음영지역이 발생하고 GPS 
기지국 전파는 일반적으로 지상을 향해 있어 차원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3
동하는 드론을 제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율. 
주행차량 드론 등의 효과적 제어를 위해 등방성 특성을 갖는 , Beyond 5G
용 기지국 안테나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등방성 안테나. B5G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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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용 이동체 통제 기지국 안테나 시뮬레이션 구조 및 특성1. 5G

그림 에 1(a) 나타낸 바와 같이 제작 시 실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심주파 , 
수 파장 로 설정하고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118 MHz( : 2542 mm) . 

공간적 위치 및 편파에 대한 독립을 위하여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를 /2 λ
폴디드 시킴으로써 측면 전류밀도를 같은 방향을 만들어서 방사 소자 가
장자리 면에서의 누설 전계가 급전축 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동일한 방
향으로 방사에 기여하는 폴디드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개를 형/4 2 ‘+’ λ
태로 결합하였다 다음으로 서로 수직 결합된 안테나의 교차점 근처에 마. 
이크로스트립 라인 급전을 시킨다 안테나 폭의 차이로 개의 공진주파수. 2
를 얻었으며 중심주파수에서 각각의 안테나의 급전 임피던스 차에 의해 , 
의 상호 위상차가 나도록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90º . 1(b), 
에 나타냈으며(c) , S11 결과값은 중심주파수에서 를 얻었다 또 -14.83 dB . 

한 축 방향으로 원형 편파가 형성되게 하였으며 수직 및 수평 편파에 ±x , 
대해 , 성분이 각각 에 대해 무지향성을 형성하였다 xz-, yz-, xy-plane . 

에서 성분의 최대 및 최소 레벨 차이가 이고 에서 xz-plane 2.66 dB , xz-plane
성분의 최대 및 최소 레벨 차이가 를 갖는다1.13 dB .

결론. Ⅲ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차량 및 드론 등 차원 공간에서 이동하는 물체들의  3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 등방성 특성을 갖는 Beyond 기지국용 안테나를 제5G 
안하였다 등방성 패턴 특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를 . /4 λ
설계하였고 설계한 두 개의 안테나를 형태로 결합하여 서로 수직 결합된 안, ‘+’ 
테나의 교차점 근처에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급전을 시켰다 그 결과 . 성분과  
성분 모두 최대값과 최소값 레벨 차이가 미만인 무지향성 방사 패턴을  3 dB 
얻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가 수직 및 수평 편파 각각 모든 면에서 무지. 
향성 특성을 갖는 등방성 안테나임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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