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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칭 보우 타이 구조를 이용한 다  역 안테나 설계

A Design of Multi-band Antenna Using Asymmetric Bow-Ti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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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한 새로운 구조의 다  역 안테나를 설계  제작하 다. 제안된 안테나

는 서로 다른 크기와 각도를 가지는 공동 지된 두 개의 슬롯들에 의하여 다  역 안테나 특성을 가진다. 한 안테나

의 크기를 이고 이득을 향상시키기 하여 삼면에 크를 구성하 다. 안테나의 설계는 유한 분법과 구조 근사법을 

기본으로 하는 CST Microwave Studio 상용 로그램을 사용하여 최 화한 후, 제작  측정을 하 다. 측정 결과 824 ~

894 ㎒와 1885 ~ 2500 ㎒에서 반사계수가 -11 ㏈ 이하(VSWR < 1.8)이며, 이득은 6 ㏈i 이상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multi-band antenna with novel structure for mobile communications i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proposed 

antenna has the Multi-band antenna characteristics by two common-grounded slots with different size and angle. In order to 

reduce size and to enhance the gain of the antenna, a reflector is consisted of chokes on the three sides. It is optimized by using 

the CST Microwave Studio commercial software based on the FIA(Finite Intergration Algorithm) and PBA(Perfect Boundary 

Approximation), and then the fabricating and measuring is practiced. As a result of measurement, the reflection coefficient is less 

than -11 ㏈(VSWR < 1.8) and the gain of antenna is more than 6㏈i at 824~894㎒ and 188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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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이동통신  성통신 기술의 개발  발

달은 개별 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술들을 하나로 통

합하여 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일반 으로 안테나는 주 수에 의존 인 소자이기 

때문에 다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독립 인 안테나가 필요하다. 따라서 

총 안테나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재 통합되

는 통신 서비스 구 에 큰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안테나로 여러 통신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해서 역  다  역을 서비스할 수 있는 안테

나에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이러

한 무선통신 시스템에 가장 합한 형태의 안테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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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인 보우 타이 슬롯 안테나의 형상

(b) 제안된 보우 타이 슬롯 안테나의 정면도와 측면도

<그림 1> 보우 타이 슬롯 안테나 

<Fig. 1> Bow-tie antenna

는 PCB 기 을 이용한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로서 

소형, 경량, 가이면서 제작이 쉽고 집 화가 가능

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2]. 하지만 역폭이 

소한 단 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역폭을 개선하기 한 방법으로 유 율이 낮고 

두꺼운 기 을 사용하는 방법, 층구조를 이용하는 

방법, 튜닝 스터 를 이용하는 방법  기생패치 구

조나 슬롯이 삽입된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 체의 유 율이 낮고 두꺼운 기 일수록 역폭

은 향상되지만 표면 와 고차 모드가 발생하며 층

구조나 기생패치를 이용한 방법도 역폭은 향상되

지만 안테나의 부피가 커지고 제작상의 어려움이 크

다. 이러한 문제 들을 최소화하기 하여 부피를 

유지하면서 단일 방사소자만을 이용하여 비교  넓

은 역폭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트립 슬롯 

안테나가 심을 받고 있다. 한 역  다

역 특성을 구 하기 해 방사소자의 형상을 직사각

형, 원형, 폴디드 다이폴, 보우 타이 등의 변형된 구

조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슬롯 안테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

여 부에서 멀어질수록 슬롯의 폭이 넓어지는 보

우 타이 형태를 가지는 다 역 슬롯 안테나를 제

안하 다. 일반 인 보우 타이 안테나 형태와 달리 

크기와 각도가 다른 두 개의 보우타이를 하나의 

지면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다 역  역 특성

을 구 하 다. 한 높은 이득과 지향성을 갖도록 

반사기를 구성하여 후방으로 방사하는 를 최소

화하 으며, 방의 지향성을 높이고 삼면을 곡하

여 크기를 소형화하면서 측방의 방사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구조의 안테나를 제안하 다.

Ⅱ. 보우 슬롯 안테나 설계

1. 보우 슬롯 안테나 

보우 슬롯 안테나는 다이폴 안테나에 비해 역폭

이 넓어 역 안테나에 용하기 합하며 그 유

형은 직사각형 슬롯 형상, 삼각 보우 타이 슬롯 형상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나는 이러한 보우 타이 

슬롯 안테나의 다 공진  역폭 개선, 부피의 최

소화에 을 두어 설계하 다. 제안된 안테나의 

기본 구조는 후방복사 차단과 부엽억제를 한 크

(choke)를 갖는 반사부와 일정 간격을 두고 마이크로

스트립 기 에 직  동축 을 갖는 부와 

지면에 방사소자인 슬롯을 구성하여 자유공간으로 

복사하는 복사부로 구성하 다[4]. 한 지면에 포

함되면서 다  공진에서의 beam-tilting의 개선을 

해 보우 타이 슬롯의 상·하측에 사각슬롯을 구성하

다. 다음 그림은 기존의 보우 타이 슬롯 안테나에 

한 형상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우 타이 슬롯 안

테나에 한 형상을 보여 다. 

2. 다  역 안테나 

일반 으로 다 역 안테나는 방사 특성과 임피

던스 매칭 특성이 여러 개의 주 수를 동시에 만족

하는 안테나를 의미한다. 이를 구 하기 한 요

한 라미터로는 주 수 비, 구조의 방사형태, 

역폭 등이 있다.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로 스트립 안테나의 경우, 역 특성을 가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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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Frequency range(㎒) 824~894 / 1885~2500

VSWR ≤ 1.8 : 1

Half Power Beam width(H-plane)
45° ~ 90°

Half Power Beam width(E-plane)

Polarization Vertical

<표 1> 설계 목표치

<Table 1> Specifications

<그림 2> 제안된 안테나의 주요 라미터

<Fig. 2> Schematics of proposal antenna

<그림 3> 슬롯 길이(L)의 변화에 따른 입력 반사계수

<Fig. 3> Input reflection coefficients for variation of 

slot length(L)

문에 다 역의 안테나를 구 하기 해서는 주

수 역폭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 

다 역 안테나를 구 하는 표 인 방법으로

는 리액티  로딩(reactive loading) 방식과 다 공진

(multiple resonance) 방식이 있다.  이  다  공진 

방식은 각각 다른 공진 주 수를 가지는 소자들을 

동시에 집 화시켜 다 의 역을 얻는 방식이다. 

이를 구 하는 방법으로 다  링 구조, 다층 구조, 

탈 구조들을 사용한 형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5,6]. 한 리액티  로딩방식은 다 공진 방식과 

달리 하나의 패치에 여러 가지 리액티  성분을 구

성하여 다  공진하는 형태이다[2,3].

본 논문에서는 크기와 각도가 다른 두 개의 보우 

타이 슬롯을 이용하여 다 역 특성을 가지는 안테

나를 제안하 다. 앙부분은 얇고 슬롯의 양 끝 부

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구성함으로써, 

계의 형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 으며 이

를 통해 역폭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 방법을 사

용하 다. 

Ⅲ. 안테나 설계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는 FR4(εr=4.5)를 사용하 으며, 기본 

사각 슬롯의 간격을 페이퍼 형태를 구성하 다. 

한 크기와 각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슬롯을 지면

에 첩하여 구성하여 넓은 주 수에서 역 특성

을 갖도록 하 다.  방식은 50 Ω 동축 직  

을 통해 구조를 단순화하 으며, 이 때 발생할 수 있

는 역 특성에 한 단 을 다른 라미터를 통

해 최 화하 다. 한 기 과의 간격을 통하여 지

향성을 갖도록 반사기를 최 화하 으며, 삼면에 반

사 과 직교되도록 크 구성을 통해 높은 이득을 

갖으면서 크기는  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 다. 

다음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의 설계 목

표치이다. 

표 1과 같은 설계 목표에 만족하는 특성을 갖기 

해 안테나 구성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CST사의 Microwave Studio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림 2는 안테나의 이득, 공진 주 수, 역폭 등에 

향을 미치는 요소와 그에 따른 구성도이다. 제안

된 안테나의 주요 핵심 라미터들은 슬롯의 길이

(L)과 슬롯의 각도(α, β)의 변화, 슬롯 폭의 변화(D) 

그리고 크(C1, C2)의 유무이다. 

다음 그림 3은 슬롯 길이(L)의 변화에 한 시뮬

이션 결과이다. 실제의 L의 길이는 슬롯의 가장자

리 부분에 흐르는 류로 인하여 그 기  길이가 

감소된다. 따라서 0.35λ부터 변화에 따른 입력 반사

계수를 살펴보았다. 낮은 주 수 역 824 ~ 894㎒ 

역에서 116㎜부터 96㎜까지 5㎜ 간격으로 감소시



비 칭 보우 타이 구조를 이용한 다  역 안테나 설계

44  한국ITS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2010년 4월)

<그림 4> 슬롯 각도(α)의 변화에 따른 입력 반사계수

<Fig. 4> Input reflection coefficients for variation of 

slot angle(α)

<그림 5> 슬롯 각도(β)의 변화에 따른 입력 반사계수

<Fig. 5> Input reflection coefficients for variation of 

slot angle(β)

<그림 6> 슬롯 폭(D)의 변화에 따른 입력 반사계수

<Fig. 6> Input reflection coefficients for variation of 

slot width(D)

(a) 입력 반사계수 특성

Freq. : 860㎒

Main lobe 

magnitude = 6.7㏈i

direction : 90.0 deg.

Angular width

[3㏈] = 64.2 deg. 

(b) E-plane

Freq. : 860㎒

Main lobe 

magnitude = 6.7㏈i

direction : 90.0 deg.

Angular width

[3㏈] = 69 deg. 

(c) H-plane

<그림 7> 크(C1, C2)에 따른 특성 변화

<Fig. 7> Radiation characteristics for chokes(C1, C2)

켰다. 이때 L 값이 감소할수록 입력 반사계수가 

하되며 역폭도 하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하지

만 높은 주 수 역인 1885~2500㎒ 역에서는 L

이 감소하더라도 역폭은 변화가 없지만 공진 주

수가 이동함을 볼 수 있었다. 

다음 그림 4는 지면의 에 구성된 각도와 크기

가 다른 두 개의 슬롯 에 바깥쪽 슬롯에 해당하는 

슬롯 각도 (α)에 따라 안테나 특성변화에 한 그림

이다. 824 ~ 894㎒ 뿐만 아니라 1885 ~ 2500㎒ 의 공

진 주 수의 변화가 미비하 으며, 입력 반사계수 

 역폭은 50~60°에서 최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5는 지면의 에 구성된 각도와 안쪽 

슬롯에 해당하는 슬롯 각도 (β)에 따라 안테나 특성

변화에 한 그림이다. 시뮬 이션 결과 β의 변화에 

따라 공진 주 수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입력 반

사계수  역폭은 824 ~ 894㎒는 60 ~ 70°, 1885 ~

2500㎒는 30 ~ 40°에서 최 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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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 860 2000 2350 2450

Gain

[㏈i]

E-plane 7.6 8.7 10.3 10.8

H-plane 7.5 7.7 10.2 10.3

Half Ppwer 

Beam Width

E-plane 72.0 53.2 49.9 48.0

H-plane 75.6 76.5 59.8 58.8

<표 2>  최 화된 안테나의 설계 결과

<Table 2> Design results of optimized antenna

(a) 입력 반사계수 (S11)

(b) VSWR

(c) smith chart

<그림 8> 최 화된 안테나 특성

<Fig. 8> Optimized antenna characteristics

Freq. : 860㎒

Main lobe 

magnitude = 7.6㏈i

direction : 95.0 deg.

Angular width

[3㏈] = 72.0 deg. 

side lobe level = -5.3㏈

(a) E-plane

Freq. : 860㎒

Main lobe 

magnitude = 7.5㏈i

direction : 90.0 deg.

Angular width

[3㏈] = 90.0 deg. 

side lobe level = -5.3㏈

(b) H-plane

<그림 9> 심 주 수 860 ㎒ 방사패턴 (시뮬 이션)

<Fig. 9> simulated radiation pattern of antenna at 860㎒

다음 그림 6은 마이크로 스트립 기 의 앙에 

치하여 동축 직  을 통해 입력 신호를 지면

에 구성되어 있는 슬롯으로 공 함에 있어서 슬롯 

폭(D2)에 따라 입력 반사계수, 역폭  주 수 변

화에 하여 살펴보았다. 시뮬 이션 결과 설계 주

수에서 간격이 넓어질수록 공진 주 수는 낮은 주

수 역으로 이동하며 역폭은 감소하 다. 

지향성을 향상시키며 부엽  후엽 방사 억제를 

해 반사 의 삼면에 추가한 크의 유무에 따른 

입력 반사계수 특성의 변화와 E-Plane과 H-Plane의 

특성을 확인하 다. 그림 7은 크의 유무에 따른 반

사계수 특성이과 크를 제거하 을 때의 E-plane과 

H-plane 특성이다. 크의 유무에 따라 입력 반사계

수  역폭은 크를 제거한 경우보다 그 특성이 

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크를 제거하

을 때 낮은 주 수 역인 824 ~ 894㎒에서 후방 방

사하게 되어 지향성이 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은 와 같은 변수에 따른 특성변화를 이용

하여 최 화한 안테나의 시뮬 이션 결과이다. 최

화된 안테나 특성 시뮬 이션 결과 설계 목표 주

수에서 공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압정

재 비(VSWR)는 목표치에 미달이 되는 2:1의 특성

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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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 2000㎒

Main lobe 

magnitude = 8.7㏈i

direction : 75.0 deg.

Angular width

[3㏈] = 53.2 deg. 

side lobe level =

-10.4㏈

(a) E-plane

Freq. : 2000㎒

Main lobe 

magnitude = 7.7㏈i

direction : 90.0 deg.

Angular width

[3㏈] = 76.5 deg. 

side lobe level =

-13.2㏈

(b) H-plane

<그림 10> 심 주 수 2000㎒ 방사패턴 (시뮬 이션)

<Fig. 10> simulated radiation pattern of antenna at 2000㎒

Freq. : 2350㎒

Main lobe 

magnitude = 10.3㏈i

direction : 95.0 deg.

Angular width

[3㏈] = 49.9 deg. 

side lobe level = -12.2㏈

(a) E-plane

Freq. : 2350㎒

Main lobe 

magnitude = 10.2㏈i

direction : 90.0 deg.

Angular width

[3㏈] = 59.8 deg. 

side lobe level = -15.0㏈

(b) H-plane

<그림 11> 심 주 수 2350㎒ 방사패턴 (시뮬 이션)

<Fig. 11> simulated radiation pattern of antenna at 2350㎒

Freq. : 2450㎒

Main lobe 

magnitude = 10.5㏈i

direction : 95.0 deg.

Angular width

[3㏈] = 48.0 deg. 

side lobe level = -12.4㏈

(a) E-plane

Freq. : 2450㎒

Main lobe 

magnitude = 10.3㏈i

direction : 90.0 deg.

Angular width

[3㏈] = 58.8 deg. 

side lobe level = -14.7㏈

(b) H-plane

<그림 12> 심 주 수 2450㎒ 방사패턴 (시뮬 이션)

<Fig. 12> simulated radiation pattern of antenna at 2450㎒ 

그림 9~12는 간 주 수를 기 으로 한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테나의 

이득, 반 력빔폭 후방비  Electrical Beam-tilting 

등을 확인하 다. 표 2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3은 안테나의 표면 류분포이며, 그림 14는 

주 수별 표면 류 분포를 나타낸다. 824 ~ 894㎒ 

역에서는 보우 타이 슬롯의 심과 외각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16㎜에서 최 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2000㎒ 역에서는 보우 타

이 슬롯의 심과 사각 슬롯의 끝부분에 형성되며, 

2300 ~ 2500㎒에서는 보우 타이 슬롯의 심에 분포

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2000 ~ 2500㎒의 표면 류

분포를 살펴보면 두 개의 크기와 각도가 다른 보우 

타이 슬롯 가운데 각도가 큰 보우 타이 슬롯의 끝부

분에서 경계면을 이루게 되며, 이를 통해 본 논문에

서 목표로 하는 다  공진 특성에 큰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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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1 824 ㎒ -12.356㏈

MK2 894 ㎒ -16.413㏈

MK3 1885㎒ -12.188㏈

MK4 2350㎒ -17.729㏈

(a) 입력 반사계수

MK1 824 ㎒ 1.6442

MK2 894 ㎒ 1.361

MK3 1885㎒ 1.6528

MK4 2350㎒ 1.2987

(b) VSWR

MK1 824 ㎒ 36.465 / 16.334 Ω

MK2 894 ㎒ 36.848 / 0.7383 Ω

MK3 1885㎒ 60.506 / -25.732 Ω

MK4 2350㎒ 47.666 / 12.561 Ω

(c) 임피던스 특성

<그림 15> 측정된 안테나 특성

<Fig. 15> Measured antenna characteristics

<그림 13> 안테나의 표면 류분포

<Fig. 13> Surface current density of antenna

(a) 860㎒              (b) 2000 ㎒

(c)2350 ㎒              (d) 2450 ㎒

<그림 14> 주 수별 안테나 표면 류분포

<Fig. 14> Surface current density of antenna for frequency

Ⅳ. 안테나 제작  측정

시뮬 이션을 통해 얻어진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우 타이 슬롯 안테나를 제작하 다. 안테나의 제

작에는 FR4(εr = 4.5) 1.6t 기 을 사용하 으며, 하부

에 지향성을 갖도록 삼면이 곡된 반사 을 사용하

다. 제작된 안테나의 크기는 176×142×41㎜로 기존

의 평균 크기가 220×220×45㎜인 안테나의 비해서 20

% 이상의 크기를 일 수 있었다. 안테나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Agilent 8753ES Vect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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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plane

(b) H-plane

<그림 16> 심 주 수 860 ㎒ 방사패턴

<Fig. 16> Measured radiation pattern of antenna at 860㎒

(a) E-plane

  (b) H-plane

<그림 17> 심 주 수 2000㎒ 방사패턴

<Fig. 17> Measured radiation pattern of antenna at 2000㎒

(a) E-plane

  (b) H-plane

<그림 18> 심 주 수 2350 ㎒ 방사패턴

<Fig. 18> Measured radiation pattern of antenna at 2350㎒

(a) E-plane

  (b) H-plane

<그림 19> 심 주 수 2450 ㎒ 방사패턴

<Fig. 19> Measured radiation pattern of antenna at 2450㎒

Analyzer를 사용하 다. 그림 15는 측정된 안테나의 

입력 반사계수와 임피던스  VSWR 특성이다. 

측정된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는 시뮬 이션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824 ~ 894㎒에서는 시뮬 이

션보다 역폭이 10 %에서 6.2 % 개선되었으며, 1885

~ 2500㎒에서는 25.5 %에서 14.5 % 개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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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 860 2000 2350 2450

Gain

[㏈i]

E-plane

(Sim.)
7.6 8.7 10.3 10.8

E-plane

(Mear.)
6.87 7.48 10.52 9.41

H-plane

(Sim.)
7.5 7.7 10.2 10.3

H-plane

(Mear.)
6.21 8.35 8.87 8.98

Half Ppwer 

Beam Width

E-plane

(Sim.)
72.0 53.2 49.9 48.0

E-plane

(Mear.)
74.70 55.14 58.83 60.86

H-plane

(Sim.)
75.6 76.5 59.8 58.8

H-plane

(Mear.)
86.31 77.87 67.38 62.25

<표 3>  측정 결과 비교

<Table 3> Comparision of experimental results

한 측정된 VSWR 역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설계된 주 수가 스미스 차트에서 

50 Ω 부근에서 궤 을 그리며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 그림 16 ~ 20은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심 주

수에 따라 E-plane과 H-plane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표 3은 측정 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실제 측정 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가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824 ~ 894㎒ 역과 1885 ~ 2500

㎒에서 모두 6㏈i 이상의 이득 조건을 만족한다. 반

력빔폭도 시뮬 이션 결과와 유사하며, 설계 목표

치인 45 ~ 90°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단 시뮬

이션에서도 볼 수 있었던 E-plane의 최  방사 지

이 하향되어 있어서 E-plane과 H-plane에 하여 측

정하 을 경우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한 

E-plane 측정시 측정 안테나의 이블로 인해 side 

lobe가 발생됨을 볼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슬롯 안테나를 기본으로 한 다

역 보우 타이 슬롯 안테나를 새로운 형상으로 제안

하 다. 제안된 안테나는 크기와 각도가 다른 두 개

의 보우 타이 슬롯을 구성하여 쉽게 다 역을 구

하 다. 한 지향성 확보를 하여 반사 을 

용하 고, 삼면에 크를 구성하여 크기를 최소화하

며 이득을 향상시켰다.

제안된 안테나는 지향성을 갖는 다  역안테나

로 CDMA, W-CDMA, Wi-bro Wireless LAN 등의 다

양한 시스템에 용이 용이하다. 한 동축 이블

과 안테나를 일체형으로 구성함으로써, 제한된 설치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 이외

에 다  역 특성을 이용하여 GSM900, 성 

DMB 시스템 등의 다  역 안테나 제작이 가능하

며, 향후 UWB와 같은 역 시스템에 용한다면 

상당한 높은 기 효과를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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