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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대역 저지특성을 갖는 UWB 안테나 설계
Design of Antenna for UWB Application notched WLAN-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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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ltra-Wideband(UWB) 통신을 위한 새로운 저지대역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안테나

는 광대역 특성을 가지며, IEEE 802.11a와 HIPERLAN/2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5.15~5.825GHz에서 주파수

대역 저지 특성을 갖는다. 광대역 특성을 얻기 위하여 부분 그라운드와 notch cut 구조를 사용하였고 저지 대

역 특성을 얻기 위해 패치면에 U-slot을 삽입하였다. 설계된 안테나는 4.90~5.92GHz 대역을 저지하며

3.1~10.6GHz 대역에서 정재파비 2이하를 만족하는 광대역 특성을 나타낸다. 
Abstract

In this paper, a compact antenna with band-rejected characteristic for Ultra-Wideband(UWB) applications 
is proposed. The designed antenna not only shows sufficient impedance bandwidth but has  band-rejected 
characteristic for the frequency band of 5.15~5.825GHz limited by IEEE 802.11a and HIPERLAN/2. To obtain 
both properties of wideband band rejection, the techniques of a  partial ground plane and embedded thin U-slot 
into planar radiator are used respectively. A designed antenna satisfied a VSWR less than 2:1 for the frequency 
band of 3.1~10.3GHz with band rejection of 4.90~5.92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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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선 이동통신 기술의 빠른 발달로 인해 다양한

통신 서비스들의 주파수 사용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좀 더 효

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통신 시스템이 필요로 하

게 되었다.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이러한 무선 통신 기

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초광대

역 무선 통신 기술을 상업용으로 승인하였다[1]. 
UWB 통신 방식은 매우 낮은 전력을 사용하여 기

존 시스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획기적인 무선 통신 기술이다. 최근에 UWB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평면형 모노폴과 다이폴

안테나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그
러나 큰 출력 신호를 사용하는 IEEE 802.a와
HIPERLAN/2에 의해 5.15∼5.825[㎓] 대역의 사용이

제한되어진다. 이에 따라 주파수 대역 저지 특성을

갖는 UWB 통신용 안테나가 연구되고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주파수 대역에서 저지 대역

특성을 갖으면서 광대역 특성을 갖는 소형 UWB용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급전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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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특성을 갖기 위해 부분적인 그라운드 면과

Notch cut 구조를 사용하였고 5.4[㎓] 에서 λ/4의 길이

를 갖는 U모양의 얇은 슬롯을 삽입 하여 5.15∼5.825
[㎓]  대역을 저지하였다.  

Ⅱ. 안테나 설계 이론

2-1 패치의 폭과 길이

공진 주파수 에서 동작하도록 유전율이 이고

두께가 h인 기판위에 구형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

테나를 설계하는 경우 실제 폭 W는







        (1)

이 된다. 여기서 c는 광속도, 은 안테나의 공진

주파수이다. 공진패치의 길이와 폭이 유한하기 때문

에 공진패치 가장자리에서의 계와 폭에 대해서 프린

징이 발생하게 된다. 총 프린징 효과는 공진패치의

크기와 기판높이의 함수로써 안테나의 공진주파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해야한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에서 대부분의 전기력선은 기판에 존재하고 그

일부는 공기에 존재한다. 즉, 파의 일부는 기판에, 다
른 일부는 공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선로에서 프린징

과 전파 전파를 계산하기 위하여 실효 유전율을 도입

한다. 실효유전율 은   인 경우,

 




  
 

／
            (2)

으로 나타낼 수 있다. 프린징 효과 때문에 마이크

로 스트립 안테나의 공진패치는 물리적인 크기보다

전기적으로 더 큰 것처럼 보인다. 
기본 E-평면(x-y평면)에서, 길이에 대한 공진패치

크기는 각 종단에서 ∆만큼 확장되었다. ∆은
Hammerstad 실험식으로 프린징 필드에 의한 확장효

과이며 식(3)과 같다.

        

     
   (3)

실효유전율 와 선로확장 ∆에 의해 방사체 길

이 L은
 

 


∆            (4)

이 된다. 사각형 공진패치의 경우 길이 L은 일반적

으로     이다.

2-2 공진주파수의 결정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의 공진주파수 은

식(4)에 의해

 ∆ 
             (5)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공진주파수는 안테나 소

자의 전기적인 길이 (∆), 실효유전율 과 기판

의 두께에 관계가 있지만 주로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6].

Ⅲ. 제안된 안테나 설계

3-1 안테나의 제원

그림 1은 제안된 UWB안테나의 구조를 최적의 변

수로 설계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테나는 원형

디스크 패치와 설계된 원형 디스크 패치 상에 직사각

형 슬롯을 파내어 구성한다. 원형 디스크 방사체는

두께 2㎜, 유전율 4.4인 FR-4 기판 위에 반경 6.5㎜의

원형 디스크패치를 설계하였다.
Notch cut의 면적은 8×0.5㎟이고 U-slot의 길이는 λ

/4(중심주파수: 5.4[㎓]) 정도의 길이를 갖는다. 광대

역 대역폭을 만족 시킨 후 U-slot을 삽입하여 저지 대

역 특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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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계된 안테나의 layout

Fig. 1. Layout of the designed antenna.

W[mm] L[mm] [mm] [mm]

30 35 14.8 16

 [mm] H[mm] r[mm]

2 1.2 6.7

표1. 제작된 안테나의 파라미터

Table 1. The parameters of the proposed  antenna. 

 
Notch cut의 면적은 8×0.5㎟이고 U-slot의 길이는 λ

/4(중심주파수: 5.4[㎓]) 정도의 길이를 갖는다. 광대

역 대역폭을 만족 시킨 후 U-slot을 삽입하여 저지 대

역 특성을 얻었다.

3-2 안테나의 파라메터 조정

제안된 안테나를 위한 임피던스 대역은 변수인 안

테나와 접지면의 크기, 급전과의 간격(H), 슬롯 치수

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안테나의 크기(R)와 접지면의 크기( )를 조정

해 보았다.
시뮬레이션은 CST사의 Microwave Studio 2006B를

사용하여 안테나를 설계하였으며, 원형 디스크의 반

경 R값과 접지면의 크기 를 조정하여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입력 대비 반사손실을 얻어낼 수 있었

다.

그림 2. R값의 변경에 따른  

Fig. 2. Simulated   curve under different 

Radius R

그림 3. 값의 변경에 따른   

Fig. 3 Simulated   curve under different 

얻어진 R과 를 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림 4, 5와 같이 입력 대비 반사손실이 -10㏈(VSWR 
2:1) 미만이며, 주파수 범위는 3.1∼11.2[㎓] 까지 약

8.1[㎓]의 광대역 특성을 보였다. 

그림 4. 입력 대비 반사손실  

Fig. 4. Input retur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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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재파비

Fig. 5. Voltage Standing Wave Ratio(VSWR) 

3-3 패치면상에 U-slot 삽입

그림 6. slot을 삽입한 후 정재파비

Fig. 6. Embedded slot Voltage Standing Wave 

Ratio(VSWR)

 

마지막으로 저지 대역 특성을 얻기 위해 U모양의

얇은 Slot을 삽입하였다. Slot 안쪽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바깥쪽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확하게 반

대가 되어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저지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5].
Slot을 삽입함으로서 UWB 대역폭을 만족하면서

5[㎓] 대역에서 저지 대역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3-4 공진 주파수에서의 방사 패턴

그림 7∼14는 공진 주파수 3.7, 6.3, 8.4, 10.3[㎓]에
대한 E평면과 H평면의 방사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6.3[㎓]에서 E평면의 방사패턴은 기존의 모노폴 안테

나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지만 그 이상의 주파수에

서는 로브형태를 띄기 시작하고 H평면은 거의 전방

향성의 방사배턴을 보여준다.

그림 7. 3.7[㎓] E-평면 방사패턴

Fig. 7. Radiation pattern of the E-plane 

at 3.7[㎓]

그림 8. 3.7[㎓] H-평면 방사패턴

Fig. 8. Radiation pattern of the H-plane 

at 3.7[㎓]

그림 9. 6.3[㎓] E-평면 방사패턴

Fig. 9. Radiation pattern of the 

E-plane at 6.3[㎓]

그림 10. 6.7[㎓] H-평면 방사패턴

Fig. 10. Radiation pattern of the H-plane 

at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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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8.4[㎓] E-평면 방사패턴

Fig. 11. Radiation pattern of the 

E-plane at 8.4[㎓]

그림 12. 8.4[㎓] H-평면 방사패턴

Fig. 12. Radiation pattern of the 

H-plane at 8.4[㎓]

그림 13. 10.3[㎓] E-평면 방사패턴

Fig. 13 Radiation pattern of the E-plane at 

10.3[㎓]

그림 14. 10.3[㎓] H-평면 방사패턴

Fig. 14 Radiation pattern of the 

H-plane at 10.3[㎓]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UWB 마이크로스트립 안테

나는 두께 2㎜, 유전율 4.4인 FR-4의 기판에 원형 디

스크 패치와 슬롯 그리고 부분적인 그라운드 면으로

설계되어졌다. 시뮬레이션 결과 3.1∼11.2[㎓]까지 약

8.1[㎓]의 광대역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이 결과는 미

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UWB대역의 108%를

커버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0㏈이하의 입력 대비

반사손실과 정재파비 VSWR 2:1의 결과를 얻었다. 
무선랜의 5[㎓] 대역 저지를 위해 패치면에 U 슬롯을

삽입하여 4.90∼5.9[㎓] 저지 대역 특성을 보였다. 따
라서 제안된 안테나는 대역 저지 필터를 사용하지 않

고도, 광대역 특성과 5[㎓] 대의 저지 대역 특성을 가

지므로 UWB 통신 시스템에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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