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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요약

본 발명은 마이크로스트립(microstrip)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높이가 낮은 공진기 
부착형(cavity-backed)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는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망과 복수
의 다이폴들을 한 개의 PCB상에 식각하여 형성함으로써 구조가 간단하고 보다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공진기에 의해 보다 넓은 주파수 역폭을 제공하고 송/수신 신호 파장의 0.1배되는 낮은 두께로 제작될 
수 있다. 

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분해된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의 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의 방사유니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 내지 도 9는 도 1에 도시된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에서 다른 실시예의 방사유니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0은 도 1에 도시된 안테나의 두께와 주파수 역폭간의 관계를 보이는 그래프이다.

도 11은 도 1에 도시된 안테나를 적용하여 실현시킨 IFF 안테나의 측면도이다.

도 12a 및 12b는 도 11에 도시된 IFF 안테나 PCB의 앞면과 후면의 패턴도이다. 

도 13은 도 11에 도시된 IFF 안테나의 합(sum)과 차(delta) 빔의 수평패턴에 한 상 전력의 측정치를 
도시한 것이다.

도 14는 도 11에 도시된 IFF 안테나의 합(sum) 신호입력단자에서 측정된 VSWR(정재파비)를 도시한 그래프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정밀한 빔 형성이 
가능한 특성을 갖으며 비교적 광 역에 하여 선형으로 분극화된 파형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낮은 
높이의 공진기 부착형(cavity-backed)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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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어레이는 저렴한 비용, 낮은 두께, 가벼운 중량과 정확한 빔 형태 또
는 낮은 측엽의 특성이 요구되는 피아식별기(IFF: Identification of Friend or Foe)와 개인 휴 통신서
비스(PCS), 위성통신 등의 통신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종래의 마이크로스트립 패치(patch) 안테나 어레이는 하나의 PCB(Printed Circuit Board)상에 식각된 방
사체(radiator)와 급전선(feeder)을 갖으며 낮은 높이로서 저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마이크로스트립 패
치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매우 좁은 주파수 역폭(중심주파수의 1-5%)에서만 동작되어 다양하게 응용될 
수 없었다.

스트립-슬롯 형태(strip-slot-form)의  반전된 패치안테나 어레이와 적층형(stacked)  패치안테나 어레이
(J.-F. Zurcher and F.E. Gardiol, Broad band Patch Antenna, 1995, Artech House에 기술됨)는 개선된 
역폭(15-20%)을 갖으나, 2장 내지 3장의 PCB를 사용해야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며 어레이의 두께

가 두꺼웠다.  또한 방사체 소자 어레이 간에 정밀한 어레이의 방사패턴 합성(예컨 , 낮은 부엽 또는 여
활(cosecant) 빔 합성)을 방해하는 심각한 상호결합(mutual coupling)이 발생하였으며, 양호하지 못한 극
성교차(Cross  Polarization)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  특허(Pat.  No. 
5,321,411, 4,761,654, 4,922,263)에 기술된 윈도우(window) 방사체들을 갖는 평면안테나 어레이에서 나
타난다. 

상호결합을 억압하고 편파특성을 개선하며 에지효과(edge effect)와 안테나 후면방사를 감소시키는 데 가
장  좋은  종래의  방사체는  공진기  부착형  방사체이다(A.  Kumar   H.  D.  Hristov,  Microwave  Cavity 
Antennas,1989, Chapter 1; IEEE Ant. and Propagation Magazine, v. 38, No 4, 1966, pp.7-12에 기술
됨).

이러한  공진기  부착형  다이폴  어레이들은  매우  정밀한  다중빔형성과  부엽제어가  요구되는  예로서, 
Odyssey 통신위성과 같은 정교한 분야에서 최근에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공진기 부착형 어레이들은 공진기 예컨 , 캐비티의 깊이가 송/수신 신호 파장의 0.3 내지 
0.6배이고 급전선 망(network) 아래에 위치하여 어레이의 두께를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에 낮은 높이의 안
테나로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미국 특허(Pat. No. 4,287,518)에서 공개된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에서의 안
테나 어레이는 넓은 역폭과 스트립라인 급전선 망을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들이 적용된 진보된 프
린트된 회로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상기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에서도 캐비티 
깊이가 송/수신되는 신호파장의 약 0.3배가 요구되므로 안테나의 두께가 얇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안테나 어레이는 다이폴들과 급전선 망을 위한 다른 PCB를 사용함으로써 복수개의 PCB가 사용되어
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된다. 더욱이, 스트립라인(stripline) 급전선망과 다이폴의 스트립 라인과의 직
교결합은 납땜과 생산시 복잡한 공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안테나 어레이의 단가가 높아진다. 따라서, 종래
의 공진기 부착형 안테나는 두께가 두껍고 제작의 복잡성과 단가가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저렴하고 두께가 얇으며 정밀한 빔형성으로서 넓은 주파수 역
에 해 고효율로 선형 분극파형을 송/수신하는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를 제공하는 데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에 있어서, 상부기판의 일부에 형성된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 상기 상부기판의 일면 또는 양면에 형성되
고, 소정의 거리로 이격되어 칭적으로 형성된 방사체들, 상기 방사체들의 각 중앙부에 형성된 다이폴암
(dipole arm)을 구비하여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에 의해 여기되어 전파를 송/수신하는 복수개의 방
사유니트; 상기 두 방사체 사이의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형성된 접지스트립; 상기 두 방사체 사이의 중
심에 위치하며 상기 다이폴암을 전파에 해 서로 절연시키도록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형성된 슬롯; 상
기 접지스트립,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 상기 다이폴암을 상호 접속시키는 연결수단; 상기 상부기판
의 하면에 부착되는 전도성 하부기판; 및 상기 방사유니트가 형성된 상기 상부기판의 수직 하부에 위치하
고 상기 방사유니트와 동일한 모양과 넓이의 개구면으로 하여 상기 개구면이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과 밀
접하게 닿도록 상기 하부기판에 형성되어 캐비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분해된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의 투시도이며, 도 2
는 도 1에 도시된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의 프린트된 방사유니트(23)를 보이는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2에서, 안테나 어레이(10)는 직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전도성을 갖는 소정 깊이의 캐비티
(11)와 폴리페놀산화물(polyphenol-oxide), 테프론, 유리합유 등에 구리 또는 알루미늄, 은과 같이 전도
성있는 재료로 프린트된 상부기판인 PCB(12)를 구비하며, 캐비티(11)의 개구면들은 PCB(12)의 하면에 평
평하게 부착된다.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13)과 방사체(141, 142)는 PCB(12) 기판에 식각되어 형성된다. 

방사체(141, 142)를 형성하기 위하여 2개의 π형태의 전도체는 PCB(12)면에 식각되어 형성되고, 마이크로
급전선(13)은  PCB(12)의  위쪽면이  식각되어  형성되어지며  다이폴암(17)은  PCB(12)  하면의  방사체(141, 
142) 중앙부가 식각되어 형성된다.  방사체(141, 142) 사이의 중심에 위치하여 마이크로웨이브에 하여 
양쪽 상기 다이폴암(17)을 서로 절연시키는 슬롯(15)이 형성되며 두 방사체(141, 142) 사이의 PCB(12) 하
면에는 접지스트립(16)이 형성된다. 

여기서, 슬롯(15)과 한쌍의 다이폴암(17)의 길이는 송/수신 신호파장의 반이되는 길이 보다 다소 짧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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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유니트(23)의 중심부에서 수직으로 서로 교차하게 형성한다.  50Ω(옴) 급전선(13)과 매칭하는 다이
폴암(17)의 임피던스는 다이폴암(17)과 슬롯(15)의 길이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정된다.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13)은 윌킨슨(Wilkinson)타입과 하이브리드 링(hybride ring) 등과 같은 분배기소
자들(131, 132)로 구성되어 통합된 급전선 또는 직렬 급전선과 다른 종래의 어레이 급전선으로 형성되어 
질 수 있다.  

도 2에서 도시된 방사유니트(23)는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13)의 단자(18)는 슬롯(15)의 중심부를 횡단하
여 형성되며 연결수단인 단락홀(181)에 의해 접지스트립(16)과 연결된다.  단락홀(181)과 함께 슬롯(15)
과 급전선 단자(18)는 기본적으로 불평형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13)으로부터 다이폴암(17)으로 평형 급
전한다. 

또한 단락홀(181)은 DC접지인 접지스트립(16)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이폴 안테나(10)가 동작 중에 발생되
는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다.  방사체(141, 142)의 경계선이 캐비티(11)의 개구면과 일치되도록 캐비티
(11)의 개구면 부위가 PCB(12)면과 수평으로 밀착되어 설치된다. 

도 1에서, 캐비티(11)는 알루미늄 또는 구리합금 등의 금속판을 금형을 이용하여 프레스 가공할 수 있다.

규모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에서 급전망(네트워크) 구서어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캐비티
(11)내에 저손실 유전체로 채워서 방사체(141, 142)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캐비티(11)는 유전체 
판(sheet)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캐비티(11)의 개구면의 한변 길이는 송/수신 신호 파장의 1/2 보다 약
간 긴 정도이고, 깊이는 송/수신 파장의 0.03배 내지 0.2배 정도이다.  이러한 캐비티(11)는 다이폴암
(17)과 상호 작용하여 방사체(141, 142) 간의 상호 결합을 차단하고, 표면파 방사효과를 억압하며 송신되
는 전파의 수평 및 수직 패턴에서 좌우가 거의 동일하게 칭을 이루도록 다이폴암(17)의 방사패턴을 개
선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10)에서 다른 실시예의 유니트를 보이는 도면이다.  

도 3에서,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132)은 상기 두 방사체(141,  142)  사이에 PCB의 상면에서 슬롯
(15)에 해 위쪽에 평행하게 형성되고, 상기 슬롯(15)의 중앙부에서 슬롯(15)을 횡단하여 상기 연결홀
(182)까지 연장된다.

이것은 임피던스 스터브(stub)(21)를 위해 보다 많은 영역을 확보하며, 상기 스터브(21)는 단락회로(18
a)의 인덕턴스를 보상하기 위한 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10)에서 다른 실시예의 방사유니트를 보이는 도면이다.  

도 4에서, 방사유니트의 각 방사체(143, 144)는 PCB의 하면에 직사각형태로 식각되어 형성된다. 다이폴암
(171, 172)과 마이크로 급전선(133)은 PCB(12) 상면과 동일면상에 식각되어 형성되고 급전선망(133)은 슬
롯(15)의 축과 일치되게 위치하며 슬롯(15)에 칭으로 위치하는 단락홀(183)에 의해 접지스트립(16)에 
연결된다. 이는 도 1의 PCB(12) 두께만큼 다이폴암(171, 172)과 캐비티(11) 바닥 사이에 전기적 거리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주파수 역폭을 증가시키게 된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10)에서 다른 실시예의 방사유니트(23)를 보이는 도면이다.  

도 5에서는 상기 방사유니트의 각 방사체는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π형태로 식각되고 다이폴암(17)과 
각 다이폴암(17)의 좌, 우측에 다이폴암(17)의 길이보다 짧게 형성된 기생소자들(173)이 식각되어 형성된
다.

또한,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134)은 두 방사체(145, 146) 사이에 PCB의 상면에서 슬롯(15)과 평행하게 
형성되며, 슬롯(15)의 중앙부에서 상기 슬롯을 횡단하여 상기 연결홀(184)까지 연장되어 형성된다. 

이러한 기생소자들(173)에 의해 다이폴 안테나는 2 또는 3개의 공진주파수 수용능력을 갖게되어 동작 주
파수의 역폭을 확장할 수 있다.  

도 6은 도 1에 도시된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10)에서 다른 실시예의 방사유니트(23)를 보이는 도면이다. 

도 6에서는 방사유니트에서 기생소자(parasitic element)를 갖는 다른 실시예이다. 

각 방사체(147, 148)는 PCB의 하면에 직사각형태로 식각되어 형성되고, 다이폴암들(176, 177)은 각 방사
체(147,  148)의  중앙부 위쪽 PCB의  상면에 형성된다.   제1,  제2  기생소자(174,  175)는  다이폴암(176, 
177)의 좌, 우측에 다이폴암(176, 177)과 평행하게 다이폴암(176, 177)의 길이와 서로 다르게 형성되고,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135)은 상기 두 방사체(147, 148) 사이에 PCB(12)의 상면에서 슬롯(15)에 해 같
은 방향으로 위쪽에 형성된다. 

여기서, 제1, 제2기생소자들(174, 175)은 PCB(12)의 상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생소자들(174, 175)
을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다.  스트랩(strap)(25)은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135)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
는 제2기생소자들(175)을 다리(bridge)와 같이 연결시킨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10)에서 다른 실시예의 방사유니트(23)를 보이는 도면이다.  

도 7에서, 각 방사체(150)는 PCB의 하면에 π형태로 캐비티의 개구면(149)보다 소정의 크기만큼 작게 식
각되어 형성된다. 다이폴암(17)과 접지스트립은 동일 평면상에 형성된다. 

캐비티 개구면(111)의 최소 면적은 (λ/2)ε
1/2

으로 설정되며, 여기서, ε는 유전율이고 λ는 송/수신 신
호의 파장을 나타낸다.  또한, 방사체(149, 150)의 각 변의 길이(a, b)의 최소값은 캐비티 개구면(111)의 
각변의 길이(a', b')보다 30% 작은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실시예는 규모 어레이 안테나 2차원 배열 어레이 안테나에 있어서 충분한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
(13)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두 개의 공진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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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도 1에 도시된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10)에서 다른 실시예의 방사유니트(23)를 보이는 도면이다.

도 8에서, 각 방사체(141, 142)는 PCB의 하면에 π형태로 식각되며 또한 상기 다이폴암(17)과 상기 접지
스트립(16)은 방사체(141, 142)와 동일 평면상에 형성된다. 제1슬롯(152)은 두 방사체(141, 142) 사이에
서 다이폴암(17)의 좌측 또는 우측에 형성되고, 제2슬롯(151)의 반쪽은 제1슬롯(152)과 평행하게 형성되
고 다른 반쪽은 다이폴암(17)의 중앙부에서 보다 넓은 면적으로 형성된다.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137)은 상기 제1, 제2슬롯(152,  151)과 사이의 동일평면상에 형성되어 다이폴암
(17)의 중앙부에서 다이폴암(17)의 한쪽과 연장되어 접속되고, PCB의 상면에서 제1, 제2슬롯(152, 151)과 
평행하게 형성되며, 연결홀(187)은 상기 제1슬롯과 상기 방사체들(141, 142) 사이와 제2슬롯(151)과 마주
하는 상기 방사체 사이에 각각 위치하여 도체로 덮혀 있는 PCB 상면(200)과 PCB 하면에 있는 접지스트립
(16)을 연결시킨다.

여기서,  도  1의  안테나  어레이(10)에  있는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13)과  방사체(14)의  모든  회로들이 
PCB(12)의 하면에 식각되어 형성되어, 캐비티들(11)에 의해 외부 노출로부터 보호된다.  따라서, 덮개인 
레이돔(radome)이  필요치  않으며,  안테나  어레이(10)의  무게를  경감시키며  보다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다.

도 9는 도 1에 도시된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10)에서 다른 실시예의 방사체(14)의 일부를 보이는 도면이
다.

도 9에서, PCB에 캐비티 윤곽(112)은 둥근 형태로 형성되어, 직사각형 형태의 캐비티 윤곽과 비교하여 경
우에 따라 캐비티(11)의 제작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도 10은 캐비티 깊이와 주파수 역폭간의 실험적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0에서, h는 캐비티의 깊이이고, ε는 캐비티에 채워지는 유전체의 유전율, λ는 송/수신 신호의 파장
을 나타낸다.  

본 발명은 안테나 어레이(10)가 0.005λ 내지 0.2λ보다 작은 두께를 가지면서도 비교적 넓은 주파수 
역폭(10% 내지 40%)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도 11은 도 1에 도시된 안테나를 적용하여 실현시킨 IFF 안테나의 측면도이다.

도 12a 및 12b는 도 11에 도시된 IFF 안테나 PCB의 상면과 하면의 패턴도이다.  도 12a에서 참조번호 14
는 방사체, 15는 슬롯을 나타낸다.

도 13은 도 11에 도시된 IFF 안테나의 합(sum)과 차(delta) 빔의 수평패턴에 한 상 적 전력의 측정치
를 도시한 것이다.

도 14는 도 11에 도시된 IFF 안테나의 합(sum) 입력단자에서 측정된 VSWR(정재파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1988년, 9월 12-16일 스톡홀름(Stockholm)에서 개최된 18차 유럽 마이크로웨이브 회의의 회보에 기술된) 
ERICSSON사의 안테나는 12소자로서 17dB인 반면에 본 발명은 4소자로서 14dB의 안테나 이득을 나타낸다.

    발명의 효과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는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망과 복
수의 다이폴들을 한 개의 PCB상에 식각하여 형성함으로써 구조가 간단하고 보다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으
며 공진기에 의해 보다 넓은 주파수 역폭을 제공하고 송/수신 신호 파장의 0.1배되는 낮은 두께로 제작
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기판의 일부에 형성된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

상기 상부기판의 일면 또는 양면에 형성되고, 소정의 거리 이격되어 칭적으로 형성된 방사체들, 상기 
방사체들의 각 중앙부에 형성된 다이폴암(arm)을 구비하여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에 의해 여기되어 
전파를 송/수신하는 복수개의 방사유니트;

상기 두 방사체 사이의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형성된 접지스트립;

상기 두 방사체 사이의 중심에 위치하며 상기 다이폴암을 전파에 해 서로 절연시키도록 상기 상부기판
의 하면에 형성된 슬롯;

상기 접지스트립,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 상기 다이폴암을 상호 접속시키는 연결수단;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부착되는 전도성 하부기판; 및

상기 방사유니트가 형성된 상기 상부기판의 수직 하부에 위치하고 상기 방사유니트와 동일한 모양과 넓이
의 개구면으로 하여 상기 개구면이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과 밀접하게 닿도록 상기 하부기판에 형성되어 
캐비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유니트의 각 방사체는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π형태로 식각되어 상기 다이폴암과 상기 접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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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은 동일 평면상에 형성되고,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은 상기 두 방사체 사이에 상기 상부기판의 
상면에서 상기 슬롯과 평행하게 형성되며, 상기 슬롯의 중앙부에서 상기 슬롯을 횡단하여 상기 연결수단
까지 연장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은 소정의 위치에 스터브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
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유니트의 각 방사체는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직사각형태로 식각되어 형성되고, 상기 다이폴암
들은 상기 각 방사체의 중앙부 위쪽 상부기판의 상면에 형성되며,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은 상기 두 
방사체 사이에 있는 상기 슬롯에 해 평행하게 위쪽의 상기 상부기판의 상면에 형성되고, 상기 슬롯의 
중앙부에서 상기 슬롯을 횡단하여 상기 연결수단까지 연장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
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유니트의 각 방사체는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π형태로 식각되고 상기 다이폴암과 상기 각 다
이폴암의 좌, 우측에 상기 다이폴암의 길이와 서로 다르게 형성된 기생소자들이 식각되어 형성되며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은 상기 두 방사체 사이에 상기 상부기판의 상면에서 상기 슬롯과 평행하게 형성되
며, 상기 슬롯의 중앙부에서 상기 슬롯을 횡단하여 상기 연결수단까지 연장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유니트의 각 방사체는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직사각형태로 식각되어 형성되고, 상기 다이폴암
들은 상기 각 방사체의 중앙부 위쪽 상부기판의 상면에 형성되며, 제1, 제2기생소자는 상기 다이폴암의 
좌, 우측에 상기 다이폴암과 평행하게 상기 다이폴암의 길이와 서로 다르게 형성되고, 상기 마이크로스트
립 급전선은 상기 두 방사체 사이에 상기 상부기판의 상면에서 상기 슬롯에 해 평행으로 위쪽에 형성되
고, 상기 슬롯의 중앙부에서 상기 슬롯을 횡단하여 상기 연결수단까지 연장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생소자는 하나의 암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2기생소자는 상기 마이크로스트립급전선을 경계로 
두 개로 분리되어 형성되며 상기 분리된 제2기생암은 스트랩으로 접속됨을 특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유니트의 각 방사체는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π형태로 상기 캐비티의 개구면보다 소정의 크기
만큼 작게 식각되어 상기 다이폴암과 상기 접지스트립은 동일 평면상에 형성되며,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은 상기 두 방사체 사이에 상기 상부기판의 상면에서 상기 슬롯과 평행하게 형성되며, 상기 슬롯의 
중앙부에서 상기 슬롯을 횡단하여 상기 연결수단까지 연장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
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티 개구면의 최소 면적은 (λ/2)ε
1/2

 로 설정되며(여기서, λ는 송/수신 신호의 파장, ε는 유
전율임), 상기 방사체의 각 변 길이(a, b)의 최소값은 상기 캐비티의 각변의 치수(a', b') 보다 각각 30% 
작은 값을 특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유니트의 각 방사체는 상기 상부기판의 하면에 π형태로 식각되어 상기 다이폴암과 상기 접지스
트립은 동일 평면상에 형성되고, 상기 슬롯은 상기 두 방사체 사이에서 상기 다이폴암의 좌측 또는 우측
에 형성되는 제1슬롯과 상기 제1슬롯과 평행하게 형성되고 다른 쪽은 다이폴의 중앙부에서 보다 넓은 면
적으로 형성되는 제2슬롯을 구비하며, 상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은 상기 제1과 제2슬롯과 동일평면 사
이에 형성되며 상기 다이폴암의 중앙부에서 상기 다이폴암의 한쪽과 연장되어 접속되며, 상부기판의 상면
에서 상기 슬롯과 평행하게 형성되며, 상기 연결수단은 상기 제1슬롯과 상기 방사체 사이와 상기 제2슬롯
과 마주하는 상기 방사체 사이에 각각 위치하여 상기 상부기판의 상면과 하면을 전기적으로 접속함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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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유니트는 원형으로서 십자가 형태로 식각되어 각 방사체를 형성하며, 상기 다이폴암은 상기 방
사체로 안쪽으로 소정길이로 형성되고, 상기 다이폴암과 상기 접지스트립은 동일 평면상에 형성되고, 상
기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은 상기 두 방사체 사이에 상기 상부기판의 상면에서 상기 슬롯과 평행하게 형
성되며, 상기 슬롯의 중앙부에서 상기 슬롯을 횡단하여 상기 연결수단까지 연장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공진기 부착형 마이크로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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