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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판이 있는 스피드론 프랙탈 원형 편파 안테나

Circularly Polarized Spidron Fractal Antenna with a Conducting Reflector

김 한 별․황 금 철․신 재 호

Han-Byul Kim․Keum-Cheol Hwang․Jae-Ho Shi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피드론 프랙탈(Spidron fractal)을 이용하여 원형 편파를 발생시키는 마이크로스트립 슬롯 안

테나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안테나의 접지면에는 직각삼각형 7개가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형태의 슬롯이 형성되

어 있다. 이 슬롯은 원형 편파 발생을 위한 구조이고, 설계된 안테나는 단일 급전 구조로 원형 편파를 발생시킨

다. 설계된 안테나의 이득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스트립 급전 라인의 아랫 부분에 반사판을 배치하였다.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첫 번째 삼각형의 높이, 빗변과 높이 사이의 각도, 마이크로스트립 급전 라인의 위치, 기판과

반사판 사이의 간격 등을 조절하였고, 최적화 설계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Taconic사의 RF-35 기판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안테나의 크기는 40×40×18.6 mm3이고, 반사판은 접지면으로부터 18.6 mm 아래에 위치한다. 
측정된 안테나의 이득은 4.3 GHz에서 6.7 dBi이고, —10 dB 반사계수 대역폭은 41 %, 3 dB 축비 대역폭은 7.4 
%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design of a microstrip-fed, Spidron fractal-shaped slot antenna with circular polarization is represented. 
The ground plane of the designed antenna has a slot that comprises seven right-angled triangle next to each other in 
a low. A reflector is placed at the bottom on microstrip feeding line to enhance the antenna gain. The optimized design 
was conducted by varying a length of the first right-angled triangle, location of feeding line, space between a substrate 
and a reflector. The proposed antenna was fabricated on a Taconic-RF35 substrate. The entire dimension of the fabri-
cated antenna is 40×40×18.6 mm3 and the reflector is 18.6 mm away from the ground plane. The measured gain of 
the fabricated antenna is 6.7 dBi at 4.3 GHz. The measured bandwidths of —10 dB reflection and 3 dB axial ratio 
are 41 % and 7.4 %, respectively. 

Key words : Spidron Fractal, Slot Antenna, Circulary Polarization, Microstrip

Ⅰ. 서  론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는 low-profile이고, 무게가

가벼우며 제작이 간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안테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패치 모양

이나 모드 등을 선정함으로써, 공진 주파수, 편파, 
방사 패턴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 대

역폭이 좁고, 효율이 낮으며, 편파 특성의 저하로 빔

폭이 넓은 등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

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판의 두께를 크

게 하거나 유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판을 사용하

거나 반사판을 배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대역폭을

넓히는 방법으로는 기생 소자를 적층하거나 유전체

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거나 패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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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슬롯을 형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1]～[4].

원형 편파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를 설계하는

방법에는 수동 소자 등을 안테나에 삽입하여 편파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 안테나에 이중 급전을

하는 방법, 슬릿(slit)을 형성하거나 패치의 모서리를

잘라내어 단일 급전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단일 급전

은 이중 급전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원형 편파를

위한 위상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중 급전에

비해, 삽입․방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5]～[9].

본 논문에서는 단일 급전으로 원형 편파용 안테

나를 설계하기 위해 접지면에 스피드론 프랙탈 슬롯

을 적용하였다
[9]. 슬롯에 형성된 구조는 7개의 직각

삼각형이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모양이다. 이웃한 직

각삼각형들끼리는 scale factor 만큼 크기가 다른 형

태로 되어 있다. 즉, 스피드론 프랙탈 구조를 정면으

로 봤을 때, 직각삼각형의 우측에 위치한 경우 scale 
factor 만큼 한 변의 길이가 변하고, 좌측에 위치했을

경우 scale factor의 역수만큼 한 변의 길이가 변하게

된다. 또한, 제안하는 마이크로스트립 슬롯 안테나

는 이득을 높이기 위하여, 마이크로스트립 급전 라

인의 아랫 부분에 반사판을 배치하였다.
모든 시뮬레이션은 Ansoft사의 HFSS v.11을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Ⅱ장에서는 제안하는 안테나의 구

조와 접지면에 형성된 슬롯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Ⅲ장에서는 제안하는 안테나의 파라미터 변화에 따

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Ⅳ장에서

는 제작된 안테나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을 서술

하였다.

Ⅱ. 안테나의 구조 

그림 1은 기판의 접지면에 설계된 슬롯의 형태를

나타낸다. 슬롯에 적용된 형태는 스피드론 프랙탈

구조이다. 스피드론 프랙탈은 직각삼각형의 빗면에

scale factor만큼 크기가 바뀐 직각삼각형이 이웃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구조이다. 처음 직각삼각형 한 변

의 길이는 h이고, scale factor는 tangent α이다. α는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한 변 사이의 각이고, 이것은

모든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동일하다. 따라서 한 변

의 길이가 h인 삼각형의 빗변에 이웃한 직각삼각형

그림 1. 접지면 슬롯 형상

Fig. 1. Geometry of a slot on the ground plane.

 

 (a) 정면도

 (a) A top view

(b) 측면도

(b) A side view

그림 2. 제안하는 안테나의 구조

Fig. 2.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antenna.
 
의 한 변의 길이는 h×tangent α가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이 n+1회 반복된다고 하면, n번째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생기는 n+1번째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는 h×tangentnα가 된다. 이러한 스피드론 프랙탈 형

상은 single arm 스파이럴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스파이럴 안테나에서 원형 편파가 발생되는 것과 동

일한 원리로 스피드론 프랙탈 안테나에서도 원형 편

파를 구현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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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는 제안하는 안테나의 정면도를 나타내

고, 그림 2(b)는 측면도를 나타낸다. 기판의 윗면에

는 접지면이 형성되어 있고, 기판의 아랫면에는 마

이크로스트립 급전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접지면의

슬롯에는 처음 직각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h이고, 
빗변과 한 변 사이의 각도가 α인 스피드론 프랙탈

구조가 7회 반복되어 형성되어 있다. 기판의 아랫면

에는 처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에서 fs만큼 떨

어진 위치에 마이크로스트립 급전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마이크로스트립 급전 라인의 폭은 fw이고, 높
이는 fh이다. 안테나의 접지면에서 아래쪽으로 k만큼

떨어진 거리에 기판의 크기와 동일한 반사판이 배치

되어 있다.

Ⅲ. 시뮬레이션

그림 3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된 안테나에 반

사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LHCP 이득을 비교

한 그래프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반사판이 없는 경

우에 4 GHz에서 이득이 3.52 dBi이고, 반사판이 있

는 경우에 5.63 dBi였다. 반사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3～5 GHz에서 최소 1.6 dBi 이상

의 높은 이득을 보였다. 접지면에서 반사판까지의

거리 k는 +z축 방향으로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구

현하기 위해 중심 주파수 4 GHz의 약 /4 길이에 해

당하는 18.6 mm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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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반사판의 유무에 따른 이득

Fig. 3. Comparison of the antenna gain between with 
and without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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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 변화에 따른 반사계수

(a) Reflection coefficient for variou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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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xial ratio for variou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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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ain for various h

그림 4. h 변화에 따른 특성

Fig. 4. Simulated characteristics for variou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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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a)는 h 변화에 따른 반사계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10 dB 반사계수 대역폭이 각각 h=30.8 
mm는 32.6 %(3.6～5 GHz), h=31.8 mm는 38.1 %(3.4 
～5 GHz), h=32.8 mm는 19.7 %(3.2～3.9 GHz), 9.5 
%(4.0～4.4 GHz), 8.3 %(4.6～5 GHz)이다. —10 dB 
반사계수 대역폭은 h=31.8 mm일 때가 가장 넓은 특

성을 보였다. 그림 4(b)는 h 변화에 따른 축비 시뮬레

이션 결과이다. 3 dB 축비 대역폭은 각각 h=30.8 mm
는 2.4 %(4.2～4.3 GHz), h=31.8 mm는 11.1 %(3.84～
4.29 GHz), h=32.8 mm는 12.0 %(3.77～4.25 GHz)이
다. h=32.8 mm일 때 축비의 대역폭이 가장 넓은 특

성을 보였다. 그림 4(c)는 h 변화에 따른 이득 시뮬레

이션 결과이다. 3.77～4.29 GHz에서 h=30.8, 31.8, 
32.8 mm는 5.6～7.4 dBi 사이의 이득 값을 보였다. 
시뮬레이션 된 축비와 이득은   0°일 때의 결

과이다. 그림 4(c)에서 보듯, 중심 공진 주파수 대역

인 4 GHz 부근의 이득이 3 GHz 대역에 비해 2 dBi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사 빔이 주파수에 따

라 broadside 방향에서 다소 편향(squint) 되기 때문이다.
그림 5(a)는 α변화에 따른 반사계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10 dB 반사계수 대역폭이 각각 α=28°
는 5 %(3.9～4.1 GHz), 13.7 %(4.36～5 GHz), α=28.5° 
는 32.6 %(3.6～5 GHz), α=29°는 38.1 %(3.4～5 GHz)
이다. 그림 5(b)는 α변화에 따른 축비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3 dB 축비 대역폭은 각각 α=28°는 8.3 % 
(3.93～4.27  GHz), α=28.5 는〫 9.3 %(3.89～4.27 GHz), 
α=29°는 11.1 %(3.84～4.29 GHz)이다. 그림 5(c)는
α 변화에 따른 이득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3.84～
4.29 GHz에서 α=28〫〫, 28.5 ,〫 29°는 5.6～6.6 dBi 사이

의 이득 값을 보였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α변

화에 따른 반사계수, 축비를 비교해본 결과, α값이

커지면서 —10 dB 반사계수 대역폭과 3 dB 축비 대

역폭은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은 최종 설계

된 안테나 파라미터를 나타낸 표이다.

Ⅳ. 안테나의 제작 및 측정

그림 6은 Taconic사의 RF-35 기판을 사용하여 제

안하는 반사판이 있는 LHCP 특성을 가지는 안테나

를 제작한 사진이다. 반사판을 포함한 제작된 안테

나의 크기는 40*40*18.6 mm3이다. 기판은 비유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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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α 변화에 따른 안테나 특성.
Fig. 5. Simulated characteristics for variou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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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안테나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the proposed antenna.

파라미터 값

α 29 deg
h 31.8 mm
k 18.6 mm
fh 17.3 mm
fs 17.7 mm
fw 3.4 mm

그림 6. 제작한 안테나 사진

Fig. 6. The fabricated antenna.

 
εr=3.5이고, dielectric loss tangent는 0.0018이며, 두께

는 1.52 mm이다. 안테나의 아랫 부분에는 기판의 크

기와 동일한 반사판을 배치하였다. 기판과 반사판은

4개의 육면체 foam을 이용하여 지지하였다.
그림 7은 제작된 안테나의 반사계수, 축비, 이득

에 대한 측정 결과를 최적화된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축비와 이득은 와 가 0〫
일 때의 결과이다. 측정 결과 —10 dB 반사계수 대역

폭은 41.0 %(3.3～5 GHz)로 시뮬레이션 결과(38.1 
%(3.4～5 GHz)와 잘 일치하였다. 3 dB 축비 대역폭

은 7.4 %(4.14～4.46 GHz)이고, 3.5～4.5 GHz에서 측

정된 이득은 6.6～7.6 dBi 사이 값을 가졌다. 축비와

이득의 경우,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축비

11.1 %(3.84～4.29 GHz), 이득(3.5～4.5 GHz 범위에

서 5.6～8.0 dBi 사이 값을 가짐) 사이에 오차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오차의 원인은 제작된 안테나의 기

판과 반사판 사이 form 지지대 간의 길이 오차에 기

인한 것이며, 이러한 foam 간 길이 오차가 안테나 측

정시 와 축 상에서 측정 오차를 유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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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뮬레이션과 측정된 축비

(b) Measured and simulated axi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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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뮬레이션과 측정된 안테나 이득

(c) Measured and simulated antenna gain

그림 7.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

Fig. 7. Simulated and measured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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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adiation pattern in y-z plane

그림 8. 4.3 GHz에서 측정된 복사 패턴

Fig. 8. Measured radiation patterns at 4.3 GHz.

 
판단된다.

그림 8은 4.3 GHz에서 측정한 복사 패턴이다. 
  0°에서 LHCP와 RHCP 간의 이득 차이는 11.0 
dBi였다. 제안하는 안테나는 LHCP 특성을 가지는

안테나로 +z축 방향으로 지향성을 가진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사판이 있는 마이크로스트립 원

형 편파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안테나의 아랫 부분

에 반사판을 추가함으로써 안테나의 이득이 향상되

고, —10 dB 반사계수 대역폭과 3 dB 축비 대역폭은

반사판이 없는 경우에 비해 다소 감소함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반사판이 있는 원형 편파

안테나는 4 GHz 대역에서 설계되었으나, 안테나의

물리적인 비율을 조절하면 상용 이동 통신 및 위성

통신 주파수 대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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