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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R-UWB(Impulse Radio Ultra Wideband) 시스템 응용을 한 앤티포달비발디 안테나를 설계하

고, 시간 주 수 역에서 나노 단 의 역 임펄스 신호 송을 한 IR-UWB 안테나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설계된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는 가 생산이 가능한 두께 1.6 mm, 유 율 =4.7, tan=0.002인

FR-4 기 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제작된안테나는 무반사실에서 주 수 역 라메타인 반사 손실, Far 필드

방사 패턴을 측정하 다. 한, 시간 역에서 나노 단 의 임펄스 신호 송에 따른 펄스 충실도 분석을

수행하여 UWB 역에서 안정 으로 역 신호 송이 가능함을 증명하 다. 본 논문에서 설계/제작된 앤

티포달 비발디 안테나는 낮은 왜곡과 양호한 방사 특성을 갖고, 나노 단 의 역 임펄스를 방사 는

수신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antipodal vivaldi antenna for IR-UWB systems application and evaluated IR-UWB 

antenna performance for the ultra wideband impulse signal transmission in the time- and frequency-domain. The 

designed antipodal vivaldi antenna was fabricated using FR-4 substrate which thickness 1.6 mm, dielectric constant 

=4.7 and tan =0.002. We measured the return loss, far filed radiation pattern at the anechoic chamber in the frequ-

ency-domain. We also performed the pulse fidelity analysis in the time-domain using nano-second impulse signal tr-

ansmission and demonstrated the feasibility of ultra wideband signal stable transmission in the UWB band. The de-

signed and fabricated antipodal vivaldi antenna could be emitting and receiving the IR-UWB signal while preserving 

low pulse distortion and good radiation pattern in time- and frequency-domain. 

Key words : Vivaldi Antenna, Antipodal Vivaldi Antenna, IR-UWB Antenna, Travelling Antenna, Pulse Fidelity

Ⅰ. 서  론      

UWB 기술은 1970년 이후 무선 시스템에서

용되어 왔으며, 2002년 미국 FCC에서 3.1～10.6 GHz 

역을 UWB 역으로 허용한 이후 민수 분야와 군

수 분야에서 다양한 개념의 UWB 장비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1]. 

UWB 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는 역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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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인 빔 폭, 낮은 교차 편 , 낮은 펄스 왜곡

낮은 지연을 갖도록 충분히 작은 크기로 설계

가 가능해야 한다[1]～[3]. 

비발디 안테나는 1979년 P. J. Gibson이 빔이 형성

되는 슬롯 부분을 지수 는 선형 구조를 이용하여

진 으로 테이퍼(taper)시킨 역 진행 안테나

(traveling wave antenna)로, 넓은 역폭과 낮은 교차

편 높은 지향성 패턴
[4],[5]
으로 여러 UWB 무선

장치와 GPR(Ground Penetrating Radar), 벽 투과 이

더(through-wall radar), 항공기 SAR(Synthetic Aper-

ture Radar) 자 장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무선

센서 분야에서 리 사용된다
[14],[15].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에 의해

되는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를 설계하 으며, 안테

나 제작을 해 =4.7, tan =0.002, 두께 1.6 mm인

FR-4 기 을 사용하 다. 

안테나 설계는 FEM(Finite Element Momentum) 분

석이 가능한 Ansoft사의 HFSS(High Frequency Struc-

ture Simulation)를 이용하여 최 화 하 으며, 시간

역 신호인 나노 단 의 펄스 송에 따른 안테

나의 펄스 분산 특성을 분석하기 해 FDTD(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분석이 가능한 CST Micro-

wave Studio를 이용하여 가우시안 펄스 신호 여기를

통해 시간 역 분석을 수행하 다. 

제작된 안테나는 무반사실에서 이득, 방사 패턴, 

VSWR과 같은 주 수 역 라메타를 추출하여 시

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 으며, 3.1～10.6 GHz 역

에서 안테나 무선 링크 실험을 통해서 획득된 펄스

정보를 이용하여 펄스 충실도 분석을 통해, 방사되

는 빔 폭 내에서 92 % 이상의 펄스 충실도를 갖고

안정 으로 역 펄스 송/수신이 가능함을 증명

하 다. 

Ⅱ. 앤티포달 발디 안 나 설계

그림 1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되는 앤티

포달 비발디 안테나 구조이다. 지면은 마이크로스

트립 선로를 따라 Twin-Line 구조의 평행 송 선로

를 형성하며, 기 양면의 속 도체는 테이퍼 슬롯

개구 형성을 해 서로 반 방향으로 깔때기처럼

넓어진다. 

그림 1.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 구성도 E-필드

Fig. 1. Configuration of antipodal vivaldi antenna and 

E-field across radiating slot. 

 

모든 테이퍼 슬롯은 반사를 감소시키기 해 연

속 천이를 갖는 지수, 타원 는 선형 구조로 설계되

며, 도체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갖고 기 양면에서

방사체를 구성하며 그 사이에 슬롯 개구가 형성된다
[6]. 이러한 슬롯 구조에서 계(electric field)는 그림

1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입력

부와 연결된 상부 방사체에서 하부 방사체로 경사져

형성된다. 테이퍼 슬롯을 가로질러 형성된 계는

기 평면에 평행한 주 편 성분과 기 평면에 수

직한 교차 편 성분으로 구성된다
[5],[7].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는 방사하고자 하는 동작

주 수의 최소 주 수에 의해 안테나의 물리 인 크

기가 결정된다. 일반 으로 장은 주 수에 반비례

하므로 최소 주 수에서 안테나는 가장 긴 장의

신호를 송할 수 있어야 한다
[15]. 따라서 유 체 기

에서 가장 긴 장의 신호가 송 가능하기 해

서는 안테나 길이()와 개구 슬롯 폭()는 다

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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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2)
 

여기서,   : 내 장 [m]

         : 빛 속도 [m/s]

       min  : 최소 동작 주 수 [GHz]

        : 기 유 상수

식 (1)과 (2)에서 알 수 있듯이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는 주 수에서 공진 안테나로 동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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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인 크기는 가장 낮은 동작 주 수 min과 안

테나 제작에 사용되는 기 유 상수 에 의해 결

정된다. 따라서 식 (1)과 (2)를 이용하여 원하는 동작

역폭에서 동작하기 한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

의 체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비발디 안테나에서 고주 수 성분은 천이부에서

불연속 구조와 날카로운 속 모서리에서 반사 신호

증가로 인해 성능이 열화되므로, 테이퍼 선로는 반

사 신호 감소를 해 연속 인 천이가 가능한 지수

구조나 타원 선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테이퍼 슬롯 설계를 해 식 (3)과

같이 지수 증가율(exponential rate)이 R인 지수 함수

구조를 이용하 다.
 

 ± (3)
 

여기서   : scaling factor

      : offset    

라메타 와 는 테이퍼 시작 치와 마지막

좌표로 결정되며, 안테나 정합과 방사효율에 큰

향을 미친다
[8].

지수 증가율 R은 류가 집 된 테이퍼 가장자리

곡선을결정하는데, 지수증가율이증가할수록 UWB 

주 수 역의 역 동작 주 수 하한과 이득이 감

소한다. 따라서 지수 증가율 R값은 안테나 동작

역폭과 이득 사이에 한 충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가 UWB 

동작 역폭 3.1～10.6 GHz에서 시작 주 수인 3.1 

GHz에서 한 방사 특성을 만족해야 하므로 하한

주 수를 2.0 GHz로 설정하 다. 

따라서 식 (1)과 (2)를 이용하여 구한 안테나 길이

와 개구 슬롯 폭은 각각 =64.6 mm, 약

=32.3 mm가 된다. 

지수 테이퍼 곡선의 시작 과 마지막 은 유

체 기 의 특성 임피던스와 슬롯라인 폭에 의해

결정된다. 슬롯의 시작 치는 50 Ω 임피던스인 안

테나 입력단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폭에 의해 결정

된다. 따라서 식 (3)을 이용하여 앤티포달 비발디 안

테나를 구성하는 방사체의 안쪽 테이퍼는 A=0.4, 

B=0.5, 지수 증가율 R=0.34이며, 바깥 테이퍼는 A= 

그림 2.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 테이퍼 설계

Fig. 2. Taper design of antipodal vivaldi antenna.

 

0.4, B=—1.3, 지수증가율 R=0.088로 하 을 경우 그

림 2와 같이 설계된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에 입력된 고주 수 성분은

테이퍼 슬롯의 불연속 임피던스 부정합으로 인한

반사 신호 증가에 따라 역 성능이 열화되며, 임

펄스 신호 송시 양호한 펄스 분해능과 안정 인

이미지 특성화를 요구하는 GPR, 벽투과 이더 등

의 IR-UWB 시스템에서 펄스 왜곡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와 테이퍼 슬롯 사이에

연속 인 천이 특성을 갖고 역 특성의 선로 구

이 가능한 양면 평행 스트립 선로(double-sided pa-

rallel strip line)를 이용한다[9]. 

양면 평행 스트립 선로 구조는 두 개의 동일한 마

이크로스트립 선로로 구성되며, 평형 믹서와 양면

인쇄된 안테나 을 한 평형 송 선로로 사용

되어 왔으며, 원형, 지수 선형으로 테이퍼된 다양

한 역 천이 구조가 여러 문헌을 통해서 발표되

었다
[9],[11].

그림 3. 양면 평행 스트립 선로 구조

Fig. 3. Double-sided parallel strip lin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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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양면 평행 스트립 선로 시뮬 이션 구조

Fig. 4. Back to back configuration of double sided pa-

rallel strip line.

 

본 논문에서는 양면 평행 스트립의 동작 특성을

확인하기 해 지수증가율  =0.34인 지수함수로 테

이퍼한 지 스트립을 갖는 마이크로스트립을 입출

력으로 하고, 간에 양면 평행 스트립 천이를 갖는

구조를 그림 4와 같이 구성하여 HFSS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하 다. 마이크로스트립 폭 은 특성

임피던스가 =50 Ω으로, 지면은 앤티포달 비발

디 안테나를 따라 한 의 마이크로스트립 송선로

로 변환시키기 해 서서히 테이퍼(taper)된다. 양면

평행 스트립 폭 와 마이크로스트립 폭 과의

계는 식 (4)와 같다[15]. 식 (4)에서 는 기 유

체 두께에 한 마이크로스트립 폭의 비가 커

질 때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폭에서 차 벗어나므

로, 역 특성과 반사 손실 등을 고려하여 한

충 을 구해서 선택한다
[15]. 

 

 




ln


ln



  

   (4)
 

여기서,  : 양면 평행 스트립 폭

      : 기 유 체 두께

      

       
ln

        Ω

그림 5의 시뮬 이션 결과에서 양면 평행 스트립

선로는 체 UWB 역에서 삽입 손실이 작고 양호

그림 5. 양면 평행 스트립 선로 시뮬 이션 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 of double-sided parallel strip 

line structure.
 

한 반사 손실을 유지함으로써 안정 인 천이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 이션과 식 (4)를 이

용하여 결정된 양면 마이크로스트립 폭과 길이는 각

각 =2.8 mm, =5.7 mm이며, 특성 임피던스 

=50 Ω인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폭과 길이는 각각

=1.7 mm, =15 mm이다.

앞에서 설계한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의 방사부

와 천이부 입력부를 조합 구성하여 HFSS로 시뮬

이션하 다. 상세 설계 규격은 표 1과 같으며, 시

뮬 이션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a) G=1.65 dBi @ 3 GHz (b) G=5.38 dBi 6 GHz

(c) G=6.24 dBi @ 7 GHz (d) G=7.52 dBi @ 10 GHz

그림 6.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 시뮬 이션 결과 3차

원 방사 패턴

Fig. 6. Simulated 3D radiation pattern of antipodal vi-

valdi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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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 설계 규격

Table 1. Specification of antipodal vivaldi antenna.

Items Specifications Remarks

Operating freq. 3.1～10.6 GHz

Available pulse 

bandwidth
4 GHz [Max.]

Available pulse 

width : 250 ps

VSWR < 2.0:1

Impedance 50 Ω

Peak gain 5～7 dBi @ mid band

Beamwidth ±30° @ mid band

Polarization Linear

Interface SMA[F]

시뮬 이션 결과, 테이퍼 슬롯 길이    증가는

UWB 역의 역 차단 주 수를 낮춤으로서 역

폭이 넓어지지만 안테나 길이가 증가하는 단 이 발

생하며, 테이퍼 슬롯 개구 폭 을 넓게 할 경우

역폭이 좁아지며, 을 좁게 할 경우 방사 지향

성이 열화되는 단 이 발생한다. 따라서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를 설계할 경우 각 부분의 모든 라

메타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최 의 동작 특성을 갖

도록 하여야 한다.

Ⅲ. 앤티포달 발디 안 나 작 및 

3-1 주 수 역 라 타  및 분석

그림 7(a)는 본 논문에서 설계/제작한 앤티포달 비

발디 안테나를 나타낸다. 안테나 입력단은 방사되는

자기 에 한 향을 최소화 하고 시스템 장착이

용이하도록 50 Ω 임피던스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를 이용하 으며, 방사부 임피던스와 부드러운 천이

를 해 이 평행 선(twin line) 천이 구조의 양면 평

행 스트립 선로를 입력단과 테이퍼 슬롯 방사부 사

이에 배치하 다. 테이퍼 슬롯 구조의 방사부 가장

자리에서 반사를 감소시키고 방사부 표면 류에

해 매끄러운 류 흐름 제공을 해 슬롯 끝의 날카

로운 모서리와 슬롯 안쪽 테이퍼를 원호로 부드럽게

마무리하 다. 

그림 7(b)는 제작된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에

해 무반사실에서 측정한 이득 반사 손실

(dB[S11])을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측정

(a)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 제작 사진

(a) Photo of fabricated antipodal vivaldi antenna

(b) 송 라메터 측정 시뮬 이션 결과 비교

(b) Comparison with measurement and simulation results of 

transmission parameter

그림 7.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 제작 분석

Fig. 7. Fabrication and analysis of antipodal vivaldi an-

tenna.

 

결과와 설계 결과는 양호한 일치를 하 다. 

그림 8은 제작된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에 해

3, 6, 7, 9 11 GHz에서 측정한 E-필드와 H-필드 방

사 패턴과 HFSS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

낸 것으로, E-평면의 3 dB 빔 폭은 6 GHz에서 약 ±

30°이며, H-평면의 3 dB 빔 폭 역시 약 ±30°로 특정

섹터 방향으로 IR-UWB 신호 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2 시간 역 라 타  및 분석

3-2-1 펄스 신  충실도 및 왜곡 분석

나노 단 의 역 펄스를 송/수신하는 IR- 

UWB 무선 시스템에서, 안테나의 시간 역 특성은

설계 과정 요하게 고려할 라메타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 검증 단계에서 IR-UWB 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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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E-plane H-plane

3 GHz

6 GHz

9 GHz

11 GHz

그림 8. 방사 패턴 비교(빨간색 선: 시뮬 이션 결

과, 란색 실선: 측정 결과)

Fig. 8. Comparison of radiation pattern(dotted red line 

: simulation, solid blue line: measurement).

나의 시간 역 성능 분석을 해 FDTD(Finite Di-

fference Time Domain)와 같은 시간 역 해석이 가

능한 CST Microwave Studio를 이용하 다. IR-UWB 

안테나 시뮬 이션을 해 여기 펄스는 미분을 하여

도 형 모양의 큰 변화가 없는 식 (5)와 같은 코사

인 변조된 가우시안 펄스를 사용하 다. 코사인 변

조된 가우시안 펄스는 스펙트럼으로 변환할 경우

DC 성분이 0 이고 FCC 규정 역폭을 만족하는 매

우 좁은 펄스폭을 갖도록 구 할 수 있다
[16].

 

  cosexp



 

 





(5)
 

여기서,  : 심 주 수

      : 펄스 폭

그림 9. CST를 이용한 FDTD 시뮬 이션

Fig. 9. FDTD simulation using CST studio.

 

CST Microwave Studio를 이용한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의 시간 역 특성 분석을 해, 동일한 안테

나 한 을 그림 9와 같이 자유 공간의 Far Field에서

무선 링크 되도록 0.6 m 이격시켰다. 

부분의 시스템에서, 송신 신호 와 수신

신호 의 상 인 차이는 상 함수 

로 표 된다. 
 

 
∞

∞

 (6)
 

여기서 는 시간 역에서 두 신호의 상호 의존도를

나타내는 라메타이며, 상 함수 는  

뿐만 아니라 두 신호 모양과 크기에 의존한다. 이러

한 상 함수로부터 두 신호의 상호 의존도를 추정

하는 것은 어려우며, 식 (7)과 같이 두 신호 상 함

수의 값을 각 신호의 에 지로 나 값으로 두

신호 사이의 상 성을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펄스 충

실도(pulse fidelity)라 정의한다[12],[16]～[18].
 

 
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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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ax
∞

∞


 

여기서,   : 자기 상 계수

     K : TX 는 RX

송신 임펄스 신호와 수신 임펄스 신호 사이의 유

사성을 수치 으로 반 하는 펄스 충실도는 0≤

≤1값을 갖는다. 두 신호 형이 왜곡이나 분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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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벽하게 일치할 경우, 펄스 충실도는 1의 값을

가지며, 이는 물리 으로 이격된 두 안테나가 신호

를 왜곡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UWB 안테나의 시간 역 특성을 평

가할 경우, 동작 역폭 내에서 일정한 그룹 딜 이

성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룹 딜 이가 UWB 

안테나의 시간 역 특성을 평가하는 라메타이기

는 하지만, 이것은 송 역 내에서 지연 특성

이 일정하다는 것만을 나타내며, 펄스 신호의 진폭

왜곡 특성을 반 하지 않는다. 펄스 신호가 기를

통해 송될 경우, 왜곡은 시간 축 상의 펄스 분산과

진폭 축 상의 진폭 왜곡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을 반 하여 펄스 왜곡 정도를 별하는 것이

펄스 충실도이다. 펄스 충실도를 이용한 신호의 왜

곡 분석은 이더의 신호 처리 분야 등에서 리 사

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펄스 충실도를 이용할 경우

임펄스 신호를 송하는 UWB 안테나 설계 기에

물리 인 변경이나 설계 오류로 인한 문제 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설계에 바로 용할 수 있다. 

한, 기 과정에서 역에 걸쳐 임피던

스 부정합 등으로 인한 왜곡 등을 쉽게 별할 수

있다.

그림 9의 송, 수신 안테나 무선 링크 시뮬 이션

에서 코사인 변조된 가우시안 펄스로 송신 안테나를

여기할 경우, 송신 안테나를 통해 자유 공간에 방사

된 는 송, 수신 안테나의 물리 구조로 인한 분

산 특성과 자유 공간에서의 감쇄로 인한 진폭

왜곡 시간 지연에 의해 신호가 왜곡되어 수신 안

테나에서 출력된다. 

그림 10의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기 신호인

송신 펄스 신호와 비교하여 수신 펄스 신호의 왜곡

정도를 육안으로 악하기가 어렵다. 펄스 충실도

분석을 해, 수신 안테나에서 수신된 미약한 펄스

신호를 송신 펄스 신호와 동일한 벨로 증가시킨

다음 펄스 충실도 식 (7)을 이용하여 두 형을 상

시킨다. 그림 10(b)는 두 신호에 한 상호 상 결과

인 펄스 충실도 계산 결과로 각각의 펄스 신호의 자

기상 값과 비교하여 약 93 % 정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주 수 역에서 측정된 방사 패턴 분석 결과, 설

계/제작된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는 일정 빔 폭내

(a) 시뮬 이션 결과

(a) Result of simulation

(b) 펄스 충실도 계산 결과

(b) Calculation result for pulse fidelity

그림 10.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 펄스 충실도 계산

Fig. 10. Calculation of pulse fidelity for antipodal vi-

valdi antenna.

 

그림 11. 수신 치에 따른 시험 구성도

Fig. 11. Test setup for pulse fidelity according to re-

ceiving antenna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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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송/수신이 가능한 섹터 안테나로 사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일정 빔 폭 이내에서 나노 단

의 역 신호 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송신 안테나의 방사 빔 폭 내에 수신 안테나를 배

치하여 안테나 치에 따른 펄스 충실도 분석 수행

을 해 그림 11과 같은 테스트 셋업을 구성하 다. 

역 송신 신호는 표 네트워크 분석 장치

를 이용하여 식 (5)와 같은 코사인 변조 가우시안 펄

            

            (a) @ RX # +3, 각도=+45°, 거리=0.6 m                (b) @ RX # +2, 각도=+30°, 거리=0.6 m

                

            (c) @ RX # +1, 각도=+15°, 거리=0.6 m                (d) @ RX # 0, 각도=0°, 거리=0.6 m

                

            (e) @ RX # —1, 각도=—15°, 거리=0.6 m               (f) @ RX # —2, 각도=—30°, 거리=0.6 m

(g) @ RX # —3, 각도=—45°, 거리=0.6 m

그림 12. 수신 안테나 치에 따른 펄스 충실도 측정 결과(@ 동작 주 수 : 3.1～10.6 GHz)

Fig. 12. Measurement result of pulse fidelity according to receiving antenna location(@ Operating freq. : 3.1～10.6 

GHz).

스를 3.1～10.6 GHz 역의 신호로 변조하여 송신

안테나에 인가하 으며, 수신 안테나로 사용되는 동

일한 안테나를 반경 0.6미터 거리에서 송신 안테나

빔 폭 기 0 ±  15 °(여기서 n=0, 1, 2, 3) 치에

순차 으로 배치하면서 측정하 다. 

그림 12는 그림 11의 테스트 셋업을 이용하여 수

신된 펄스 신호(좌측)와 펄스 충실도 결과(우측)를

나타낸다. 수신 안테나의 ±30° 빔 폭 이내에서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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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도는 그림 10의 FDTD 시뮬 이션 결과를 이용

한 충실도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으

며, 그림 8의 방사 패턴 측정 결과에서 얻은 빔 폭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시간 역에서

펄스 충실도 분석 결과, 제작된 앤티포달 비발디 안

테나는 ±30° 빔 폭 이내에서 평균 92 % 이상의 충

실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방사 빔 폭을 벗어난 ±

45°이상의 빔 역에서는 펄스 왜곡이 심하여 펄스

충실도 값이 각각 64 %와 76 %로 분석되어, 주 수

역에서 측정된 E-필드와 H-필드 빔 폭이 시간

역에서도 안정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작된 앤티포달 비발디 안테나는 시간 주 수

역의 역 신호 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신호 송이 가능한 앤티

포달 비발디 안테나를 설계하고, UWB 역에서 나

노 단 의 임펄스 신호를 송/수신할 경우 안테나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펄스 충실도 식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이러한 펄스 충실도 식을 안테

나 설계 제작 단계에서 용할 경우, 안테나를 구

성하는 각 부분별 분석과 펄스 왜곡 최소화를 한

최 화가 가능하고, 통합 구성시 최소의 펄스 왜곡

을 갖는 안테나 설계가 가능하다. 

안테나 설계는 주 수 역 시뮬 이션이 가능한

HFSS를 이용하여 방사 패턴, VSWR 이득 등을

분석하 으며, FDTD 시뮬 이션이 가능한 CST Mi-

crowave Studio를 이용하여 시간 역 펄스 형 여

기에 따른 펄스 왜곡을 분석하고 정량화 하 다. 

설계된 안테나는 가 제작이 가능한 FR-4 기

을 이용하여 제작하 으며, 무반사실에서 수행한 주

수 역 측정을 통해서 섹터 안테나로서 일정 빔

폭 내에서 역 신호의 안정 인 송/수신이 가

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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