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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지형탐색및 정찰용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합성개구면레이더안테나를 설계하였으며전자기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성능확인을하였
다. 이득을높이기위해도파관 형태의 전력분배기를이용한급전을 하였으며빔폭을좁히기 위해 8-by-44 슬롯 어레이안테나를 설계하였다.목표 주파
수대역(Ku-band) 중 16GHz 대역에서 반사손실 –10 dB 이하의 양호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득은 약 28.4 dBi, 반치전폭 1.9 ˚를 얻어내었다.

Ⅰ. 서 론

최근지형탐색용 항공기, 위성 등에서기존광학식방법을이용하던탐

색에서 주파수를 이용하여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해상도의 영

상을얻을 수 있는 합성 개구면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를 사용하고 있다[1]. 점으로 받는 Real Aperture Radar(RAR) 와 달리 움

직이는 레이더를 운용한 SAR 에서는 실제 안테나가 제공하는 것보다 높

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AR 안테나를 설계하고 이를

전자기 시뮬레이션하여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a) (b)

그림 1 주파수를 이용한 물체 탐지 (a)RAR (b)SAR

Ⅱ. 본론

(a) (b)

그림 2 SAR 안테나 (a) 방사면 (b) 급전면

(a) (b)

그림 3 SAR 안테나 EM 성능 (a) 반사손실 (b) 방사패턴

CST-MWS를 통해 8×44 슬롯 어레이안테나를설계하였다. 크기 약 550

mm(L) * 130 mm(W) 이며 목표 주파수 16 GHz에서 반사손실 약 13.72

dB, 이득 약 28.4 dBi, 반치전폭 1.9 ˚를 얻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지형 탐색에 사용하는 SAR 안테나를설계하였다. 전력분

배기를 통한 급전 구조로 이득을 개선시켰으며 제안하는 안테나를 통한

SAR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4 비행체 하부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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