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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WB 하반 역의 WVAN Gbps 데이터 송률 트랜시버용 소형 안테나를 설계하 다. 제안된

안테나는 역 특성을 얻기 하여 부분 지면 상에서 사각형 모노폴에 링형 스터 와 개방 스터 를 부착

하여 다수의 공진 류 경로를 가짐으로써 —10 dB 이하 반사 손실 역을 넓혔다. 설계된 안테나는 자기

모의시험을 거쳐 제작되었고, UWB 하반 역인 3.197～4.732 GHz에서 —10 dB 이하의 반사손실과 5 dBi 이상

의안테나이득과 80 % 이상의 효율 특성을보 다. 따라서제작된안테나는소형화는물론우수한 성능의 무선

통신 트랜시버용으로 합한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compact antenna is designed for the UWB lower half-band WVAN Gbps data-rate transceiver. The 

proposed antenna broadens the bandwidth less than —10 dB by placing the ring stubs and an open stub on the rec-

tangular monopole above the partial ground and creating multiple resonant current paths. The designed antenna goes 

through the electromagnetic simulation and is fabricated and the implemented antenna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turn loss lower than —10 dB, the antenna gain greater than 5 dBi, and the efficiency over 80 % in the UWB lower 

half-band ranging from 3.197 GHz to 4.732 GHz.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proposed antenna is suitable for 

the size-reduced and excellently performing wireless communication transceiver.

Key words : Wide-Band Antenna, Size-Reduced Antenna, Planar Antenna

Ⅰ.   론      

최근 무선 비디오 공유와 같은 홈 네트워킹과

WVAN(Wireless Video Area Network)의 구 을 해

역 무선 통신망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이와 함께 3.1～10.6 GHz의 주 수 범 에서

UWB 체 역이나 하반 역(3.19～<5.4 GHz)의

무선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과 구성 부품에 한 연

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WVAN용 무선 WiX 기

술에서는 UWB 하반 역 1～3번 채 을 통해 Gbps

ⓒ Copy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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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송 속도를 목표로 하여 상당히 높은 난

이도의 설계기술을 요구한다
[1]. UWB 무선 통신 시

스템에서 모뎀 기술이나 기 역 모듈도 요하지

만, 역의 고주 부품과 안테나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통 인 안테나 설계법

이 가지는 역 특성을 극복하여 역 상에서

자기 를 방사할 수 기술들이 소개되어왔다[2]～[8]. 

다수의 공진 주 수를 갖기 해서는 안테나의 폭이

크거나 테이퍼 형식이어야 하는데, 이상 으로 UWB 

안테나는 3차원의 모습을 띄고 있다[2],[3]. 그런데, 소

형화의 에서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3차원 구조

신 주 수별 공진을 한 평면 테이퍼형 구조들이

소개되었다[4]～[6]. K. Rambabu 등은 부로부터 계

단형으로 폭을 키우다가 감소하는 길이의 수평 개방

스터 들을 연결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 다[7]. 

UWB에서 부분 지면 상의 마이크로스트립 구조

모노폴 신 자주 사용하는 코 래 웨이 가이드

(CPW)에 삼각형 방사체를 연결하고, 그 양쪽에 개방

형 스터 들을 두어 역과 역이 공존하는 구

조가 제안되기도 하 다
[8].   

본 논문에서는 UWB 하반 역 내의 채 1～3의

주 수 범 에서 반사 손실이 —10 dB 이하로서 평

탄한 특성을 갖는 평면형 역의 설계법을 제시한

다. 부분 지면 상의 직사각형 모노폴 구조에 링 구

조의 스터 와 개방 스터 를 결합하여 WVAN 

Gbps데이터 송 트랜시버의 소형화에 합하다. 제

안된 안테나의 특성은 구조, 반사 손실, 빔 패턴, 이

득, 효율이 모의 실험과 측정을 통해 나타내었다. 

Ⅱ. 안하는 안 나 구조  계 과  

2-1 계 목표  안 나의 구조

설계 목표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표 1. 설계 목표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항목 목표치

심 주 수 3.96 GHz

역폭 1.53 GHz

이득 ˃ 2 dB

효율 ˃ 70 %

 

(a) 앞면 (b) 뒷면

(a) Front view           (b) Back view

그림 1. 제안된 평면 UWB 하반 역 안테나

Fig. 1. Proposed planar UWB lower half-band antenna. 

 

제안된 안테나는 그림 1과 같이 부분 지면 에

있는 사각형 모노폴에 두 개의 링형 스터 와 한 개

의 개방형 스터 를 부착한 구조이다. 일반 인 사

각 패치 안테나는 반사 손실에서 하모닉 발생 까

지는 하나의 공진 만 만들며 역으로 나타난다. 

한, 모노폴이 주된 자 방사를 한다면 공진 길

이는 4이므로 안테나의 소형화에도한계가 있다. 

이러한 모노폴의 단순한 형상과 크기를 유지하면

서 넓은 역폭을 가질 수 있도록, 모노폴에 스터

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을 보면, 제안된 안테나는 좌측 상단과 우측

앙에 링형 스터 를, 좌측 하단에 개방 스터 를

부착함으로써, 설계 목표인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일반 모노폴 안테나의 공진 주 수보다 높은 주 수

에서 —10 dB 이하 반사 손실의 공진 을 발생시켜

역폭을 넓히는 것이다. 미리 안테나의 크기와 기

에 해 언 하자면, 20×27.5×1 mm3
이며, 기 은

0.002의 손실 탄젠트를 갖는 유 상수 4.4의 TMM4

를 사용한다.

2-2 하학  라미  변  특  찰

일반 으로 모노폴 안테나는 윗면에 방사체와

부가 치해 있고, 아랫면에 부분 지면이 존재

하는 구조이다. 이를 그림 2에 도시하 다. 

부분 지면 상의 평면형 모노폴 안테나의 크기

는 20×27.5×1 mm
3
이며, 손실 탄젠트가 0.002이고, 상

유 율이 4.4인 TMM4 에 설계하 으며, 이때

의 주 수 특성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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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분 지면 의 사각형 모노폴 구조

Fig. 2. Rectangular monopole above the partial ground.

 

그림 3. 부분 지면 상의 직각형 모노폴 안테나의

반사 손실

Fig. 3. Return loss of the rectangular monopole ante-

nna over the partial ground.

 

그림 3에서 보듯이, 심 주 수 3.96 GHz에서

1.53 GHz의 역폭을 가지는 UWB 하반 역이 생

성된다. 비록 역폭은 만족하지만 공진 이 하나이

고 역내 평탄도가 없어, 환경이나 제작 공차에 의

해 주 수가 이동하게 되면 재의 심 주 수를

많이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역 평탄도를 확보하

기 해 일련의 라미터들을 변화시켜 S11을 찰

한다. 먼 , 부분 지면 의 사각형 모노폴 방사체

의 길이인 l1을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경우,
 

 



(1)
 

의 수식에 의하여 사각형 모노폴의 길이가 짧아질수

록 공진하는 극 의 주 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그림 4. 변수 l1 길이 변화에 따른 S11 특성

Fig. 4. S11 vs. varied l1. 

 

(a) 사각형 모노폴에 개방 스터 의 부착

(a) An open stub attached to the rectangular monopole

(b) 변수 l2 길이의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b) S11 vs. varied l2 

그림 5. 단일 개방 스터 를 결합한 평면형 모노폴

안테나와 l2 변화에 따른 S11 특성

Fig. 5. An open stub attached to the rectangular mo-

nopole and S11 vs. varied l2. 

수 있다. 하지만 l1의 변화에 따라 공진 의 치는

변화하나, 공진 의 수가 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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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유지하면서 공진 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좌측 아래에 개방 스터 를 부착하

면 그림 5와 같이 된다.  

부에서 사각형 모노폴 안테나의 좌측 하단에

부착된 역 L자 형태의 개방 스터 까지 짧은 공진경

로(4.7 GHz 부근)가 생겨, 모노폴 체에 의한 3.6 

GHz 부근의 기존 공진 과 함께 두 개의 공진을 만

들어 그림 4와 비교하여 S11 역이 평탄해졌다. 특

히 개방 스터 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부로부터

개방 스터 의 종단까지의 기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공진하는 주 수가 낮아지게 된다. 한, 개

방 스터 에 의한 공진 과 낮은 공진 의 결합도에

변화가 생겨 역폭 역시 변화하게 된다. 즉, 안테나

체 인 정합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림 5에서 두 개의 극 (공진 )들이 있지만 모

노폴 안테나의 기본 공진 주 수가 3.6 GHz 부근이

므로 스펙의 역을 맞추기 해 3.5 GHz 아래로 이

동시켜야 한다.  

역 평탄도를 얻었지만 주 수 역을 낮은 주

수로 이동시키기 해서는 모노폴의 물리 길이

보다 더 긴 공진 류의 경로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

각형 모노폴에 개방 스터 와 링형 스터 가 부착하

여 류 경로와 임피던스 정합을 다룰 수 있는 설계

변수를 확보한다. 그림 6(a)는 그림 1과 같은 것이며, 

설계변수들이 명명된 것이다. 여러 가지 물리 치

수가 있지만 공진 류 경로에 향이 큰 w3, w4와

gnd_l1에 해 살펴본다. 

그림 6(b)는 링형 스터 의 비인 w3의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의 주 수 특성을 나타내었다. 링형

스터 를 결합하면 류의 길이가 확장되고 공진하

는 주 수가 내려가며 임피던스 정합 역이 넓어져

의해 역폭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링형 스터

의 비가 짧으면 공진하는 주 수의 역이 높아지

고, 이때의 역폭이 좁아지는 것을 알수 있다. 의

특성을 이용하여 링형 스터 를 추가함으로써 기본

사각형 모노폴의 길이를 변화하지 않고도 첫 번째

극 의 치를 3.75 GHz에서 3.4 GHz로 350 MHz만

큼 내리며 역 내에서의 평탄도를 유지할 수 있다. 

w3와 반 방향에 놓인 w4에 의한 입력 반사 손실

의 계는 그림 6(c)를 통해 악할 수 있다. w3의 변

화에 따른 결과와 유사하게, w4가 커질수록 류의

길이가 확장되고 공진하는 주 수가 내려가며, 역

폭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링형 스터 의 비가

짧으면 공진하는 주 수의 역이 높아지고, 역폭

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특성을 이용하여 공진하는 주 수와 이때의

역폭을 제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안테나의 최

성능을 해, 지부의 라미터를 변화하면서 반사

손실의 주 수 특성을 확인한다. 이때의 모의시험

결과는 그림 6(d)와 같다. 지부의 높이가 상승할수

록 기본 골격인 모노폴과 부분 지면의 간격이 좁

아져 낮은 공진 주 수의 류 경로가 짧아져 역

폭이 어듦을 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하 라미터들의 변화들에 따른 반

사 손실에서의 심 주 수, 역폭, 역 평탄성의

변화들을 반복 으로 확인하면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물리 치수들을 얻을 수 있다.

표 2의 치수들을 반 한 안테나 구조의 반사 손실

주 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최 화된 3차원 구조의 모의시험을 통한 반사 손

실은 요구되는 역을 보이고 있다. 한, 역 평탄

도를 결정하는 두 공진 들이 균형 있게 생성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해 상응하는 분수 함수를 참고문헌

[9]의 방식으로 얻어 S11 간의 유사함을 확인하 다. 
 

  

 

(2)
 

이 분수 함수는 정규화된 복소 주 수를 변수(S=j

∆, j= , ∆=Bandwidth/, =2

 f, =2 f0)로 사용하며, 극 들은 변환 계를

이용하면 약 3.4 GHz와 4.75 GHz이 된다. 그러면, 이

표 2. 최 화 된 구조의 치수

Table 2. Physical dimensions of the optimized struc-

ture.

변수 값 (mm) 변수 값 (mm)

ws 20 ls 27.5

gnd_l1 5.48 w0 1.76

w1 8.24 l2 5.9

w2 4.14 l3 6.94

w3 2.82 l4 6.94

w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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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각형 모노폴에 개방 스터 와 링형 스터 의 부착 (b) 변수 w3 변화에 따른 S11 특성

(a) Two ring stubs and one open stub attached to the rec-               (b) S11 vs. varied w3

   tangular monopole

    

           (c) 변수 w4 변화에 따른 S11 특성           (d) 변수 gnd_l1 변화에 따른 S11 특성

           (c) S11 vs. varied w4                                      (d) S11 vs. varied gnd_l1

그림 6. 제안한 사각형 모노폴에 개방 스터 와 링형 스터 가 부착된 UWB 안테나 구조와 w3, w4와 gnd_l1의 변

화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Fig. 6. Two ring stubs and one open stub attached to the rectangular monopole and S11 vs. varied w3, w4 and gnd_l1.

그림 7. 최 화된 구조의 반사 손실과 유사한 특징의

분수 함수의 결과와의 비교

Fig. 7. Return loss of the optimized structure, compa-

red to the curve fitting rational function.

  (a) 3.4 GHz               (b) 4.75 GHz

그림 8. 극 에서의 공진형 류 분포

Fig. 8. Resonant current distributions at the poles of 

the rational function for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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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들에서 공진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해 다

음과 같이 안테나 구조의 표면 류를 얻는다.

각각의 극 에서의 류 분포를 확인하면 그림 8

과 같다. 첫 번째 극 인 3.4 GHz에서의 류 분포는

모노폴 패치 체와 링형 구조에 반 으로 분포하

고 있으며, 이때 링의 길이에 향을 받아 첫 번째

극 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두 번째 극 인 4.75 GHz에서의 류는 입력단에서

부터 개방 스터 쪽으로 집 된다. 이는 개방 스터

주 에서 류 도가 최고가 되며, 3.4 GHz 공진

과는 독립 인 공진을 만들어 극 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지 까지 모의시험과 더불어 설계된 안테나를 직

제작하고 측정하여 제안한 구 방법의 타당함을

보이고자 한다.

Ⅲ. 안 나 작   결과 

제작된 안테나는 그림 9(a)에서 사진으로 제시되

고 있으며, 측정을 해 선로에 SMA 커넥터를

부착하 다. 제작된 안테나의 크기는 20×27.5×1 mm3

이며, Agilent사의 Vector Network Analyzer E8363B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9(b)와 같이 제작한 안테나를 측정한 결과, 

목표 역인 3.197～4.732 GHz 역 내에서 —10 dB 

이하의 반사 손실을 보 고, 모의 실험에서의 결과

와 비슷한 주 수에서 극 이 두 개 생겼고, 역폭

도 유사하다. 하지만 약간의 주 수 편이와 주

공진에서 손실이 발생하 으며, 기 의 유 율과 손

실에 한 주 수 분산 특성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방사 특성을 확인하기 해 제안된 안테나의

역 내의 빔 패턴을 3.4 GHz, 3.96 GHz, 4.488 GHz에

서 측정하 다. 각 주 수 역의 방사 패턴은 그림

10(a)와 같이 체 으로 방향성의 특성을 나타

낸다. 한, 그림 10(b)와 (c)는 역 내에서의 측정된

이득과 효율을 보여 다. 한, 역 통신에서

빠질 수 없는 상왜곡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군지연 값을 얻어 그림 10(d)에 나타내었다.

그림 10과 같이 역 내에서 제안된 안테나는 5 

dBi 이상의 이득을 갖고 80 % 이상의 효율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 다. 한, 3D EM 계산을 통해 동

(a) 제작된 안테나의 사진

(a) Picture of the manufactured antenna

(b) 모의실험 측정된 반사 손실

(b) Simulated and measured S11

그림 9. 제작된 안테나와 반사 손실 측정 결과

Fig. 9. The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antenna and 

measured S11.

작 역 상에서 1 ns 이내로 군지연이 형성됨을 확인

하 다. 따라서 빔 패턴에 의한 방향성과 이득과 효

율과 상 특성을 감안하면 WVAN용 소형 무선 통

신 트랜시버의 안테나로 합하다고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무선 통신을 한 UWB 하반

역에서 사용 가능한 역 평 형 소형 안테나를

제안하 다. 기존의 평면형 모노폴 안테나에 역

특성을 부여하기 하여 부분 지면 로 기본 방

사체를 두고 극 의 개수를 늘려 반사 손실의 역

내 평탄도를 향상하기 해 개방 스터 와 두 개의

링형 스터 를 결함함으로써 안테나의 정합과 첫 번

째극 의주 수를낮추었다. 안테나의 역은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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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4 GHz, 3.96 GHz, 4.488 GHz에서의 빔 패턴(고도각과 방 각)                 (b) 이득

(a) Elevation and azimuth beam patterns at 3.4 GHz, 3.96 GHz, and                  (b) Gain

   4.488 GHz

  

(c) 효율 (d) 군지연

(c) Efficiency                                              (d) Group-delay

그림 10. 측정된 빔 패턴, 이득, 효율과 계산된 군지연

Fig. 10. Measured beam patterns, gain and efficiency and calculated group-delay.

～4.912 GHz으로 설계 목표인 WVAN 1번～3번 채

에 부합한다. 안테나를 측정한 결과, 역 내에서

—10 dB 이하의 반사 손실과 5 dBi 이상의 이득을

갖고, 80 % 이상의 효율 특성을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안테나는 고속으로 동 상을 송

하는 WVAN용 무선 통신 트랜시버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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