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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소자 탐지 시스템용 원편 다 공진 안테나의 설계

Design of Circularly Polarized Multi Band Antenna for Non-Linear 

Junction Detector System

원․민경식․ 찬진․ 재환․이 삭․권해찬

Jeong-Won Kim․Kyoeng-Sik Min․Chan-Jin Park․Jae-Hwan Jeong․Sak Lee․Hae-Chan Kwon 

요  약

본 논문은 비선형 소자 탐지기용 다 공진 원편 안테나의 설계를 제안한 것이다. 역으로 설계하기

해, CPW 방법이 고려되었다. 원편 를 구 하기 해, 축비는 방사 소자에 45° 기울어진 슬롯과 방사

패치 가장자리의 커 크기에 의해 제어되었다. 심 역인 2.4～2.44 GHz, 4.84～4.92 GHz, 7.28～7.36 GHz에

서 측정된 반사 손실, 역폭, 축비, 편 패턴과 이득은 시뮬 이션 값과 잘 일치하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design of circularly polarized multi band antenna for a non-linear junction detector (NLJD) 

system. In order to design for broad bandwidth, the CPW (Co-Planar Waveguide) feeding method is considered in this 

design. In order to realize the circular polarization, the axial ratio was controlled by inserting a 45° inclined slot on 

radiating element and by cutting an edge of the radiating patch. Measurement results of return loss, bandwidth, axial 

ratio, polarization pattern and gain are agreed well with their simulation results in interested frequency band at 2.4～

2.44 GHz, 4.84～4.92 GHz, and 7.28～7.32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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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최근 소형 자 디바이스 산업의 발 으로 불순

목 의 불법 은닉 디바이스의 국외 유출이 국가

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를 해 국외에서는 유출

방지를 한 디텍터의 개발이 연구되어 왔다[1],[2]. 하

지만 이러한 디텍터들은 송신 역을 주로 900 MHz

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경우, 900 

MHz 역이 ISM Band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에서는 이 역이 ISM Band가 아니므로 사용이 어

렵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디텍터를 만들

기 해서는, 900 MHz 역이 아닌 ISM Band를 활

용한 안테나의 개발 필요성이 실히 두되고 있다
[3]. 한, 은닉 장비 에서도 소형의 반도체나

USB 메모리 등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소형 은닉 장비를 탐지하기 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고주 수 역을 사용하여 매

우 짧은 장을 이용한 탐지 기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한, 이다의 원리를 이용하여 반사 의 크기와

형상으로부터 은닉 물체를 단할 수 있으므로 직선

ⓒ Copy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All Rights Reserved.



비선형 소자 탐지 시스템용 원편 다 공진 안테나의 설계

293

편 보다는 원편 를 사용함으로써 은닉 물체를 더

욱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주

수 역에서 동작하는 원편 안테나를 구 하기

해 방사 소자의 모서리를 자르는 방법과 방사 소자

에 45° 기울어진 슬롯을 가진 패치 안테나를 설계하

다
[4]～[6].  그리고 비선형 소자 탐지기의 수신 주

수는 송신 주 수의 체배 주 수에서 나타나는 특성

이 있다. 따라서 주기성을 가지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를 채택함으로써 주기 공진 특성을 안

테나 설계에 활용하 으며,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이

가지는 역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부에

자 유도 결합 방식인 CPW 방식을 고려하

다[7],[8].

2장에서는 사각 패치 안테나의 이론 구조와 최

설계를 한 라미터 시뮬 이션 결과를 제시하

고, 3장에서는 라미터 시뮬 이션의 결과로부터

얻은 제원을 바탕으로 안테나를 제작하여 반사 손실

과 방사 패턴 그리고 이득을 측정하여 제안된 안테

나의 성능을 검증하 다. 4장에서는 지 까지의 결

과를 토 로 결론을 기술하 다. 

Ⅱ. 안테나 계

본 논문에서는 상이 합 속과 반도체를 동시

에 탐지할 수 있는 다 공진 패치 안테나를 설계하

다. 비선형 소자 탐지기의 수신 주 수는 송신 주

수의 체배 주 수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맞추어 주

기 공진 특성을 가지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

나를 설계에 고려하 고, 평면 패치 안테나의

역 공진 단 을 보완하기 해, 부에 CPW 

방식을 채택하 다.

일반 으로 반도체는 실리콘이나 GsAs 기 을 사

용하고, 상이 합 속류는 속과 다른 물질이

합된 물질이다. 이런 반도체나 상이 합 속류로

부터 반사되어 오는 주 수의 특성은 서로 다른 체

배 주 수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이용하여 안테나는

송신 주 수인 2.4～2.48 GHz과, 수신 주 수 역

인 4.84 ～4.92 GHz와 7.28～7.36 GHz을 동시에 만족

할 수 있는 다 공진 안테나 설계가 필요하다. 에

서 언 한 송수신 주 수들과 그 역들은 NLJD시

스템에서 요구되어지는 규격이다. 한, 수신 주

그림 1. 다양한 디바이스에 의해 반사되는 고조 특

성[2]

Fig. 1. Characteristics of harmonic frequency reflected 

by various devices[2].

 

수 역은 편의상 제 2차 고조 역(4.84～4.92 

GHz)과 제 3차 고조 역(7.28～7.36 GHz)으로 구

분하여 기술하기로 하겠다.

그림 1은 검색되어지는 은닉 소자의 재질에 따라

반사되어 시스템에 수신되는 고조 의 특성을 나타

내었다. 

그림 1처럼 반도체 합 디바이스의 반사 특성은

제 3차 고조 의 성분보다 제 2차 고조 의 성분이

강하게 수신되어지고, 상이 합 속 디바이스는

제 2차 고조 의 성분보다 제 3차 고조 의 성분이

강하게 수신되어진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선형

소자 뿐만 아니라 비선형 소자도 탐지가 가능하다. 

한, 안테나의 원편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탐지된

소자로부터의 반사에 의한 편 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원편 특성을 가지

는 패치 안테나를 고려하 다. 설계에서 안테나의

유 체 기 은 비유 율 4.4+j0.04의 FR4-epoxy를 채

택하 고, 높이 H는 1.2 mm 다. 안테나의 시뮬 이

션 은 상용 툴인 HFSS를 사용하 다.

그림 2는 원편 패치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낸다. 

부는 단일 송 선로를 가진다. 그리고 방

식은 방사면에 자 유도 결합 을 통하여 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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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방사면

  (a) Radiation plane

  

  (b) 부

  (b) Feeding structure

  

(c) 안테나 유 체 구조의 측면도

(c) Cross-sectional view of the antenna dielectric structure  

그림 2. 원편 패치 안테나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circular polarization patch antenna.  

 

던스 역폭을 넓게 하기 하여 CPW 을 고려

되었다. 평면 안테나의 주기 구조로 인해 다 공진

을 구 하기는 쉬우나, 역인 단 을 극복해야만

한다. 따라서 다 역의 역폭을 개선하기 해

방사면의 그라운드에 CPW(Co-Planar Waveguide) 

방식을 응용하여 역폭을 개선하고자 하 다
[7].

그림 3에서 그림 6은 그림 2에서 제안된 안테나의

각 라미터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은 그라운드와 부의 간격 W의 변화에 따

른 반사 손실 결과를 나타낸다. 간격 W를 0.5 mm에

서 4.5 mm까지 변화시킨 결과, W값이 2.5 mm일 때

그림 3. 간격 W 변화에 의한 반사 손실

Fig. 3. Return loss by distance W variation.

 

제 1차 고조 와 제 2차 고조 의 공진 특성이 VS-

WR 2:1을 기 으로 하 을 때, 주 수의 편이는 다

소 일어났지만, NLJD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역폭

을 만족하 다.

그림 4는 원편 를 구 하고자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끝 모서리의 C 부분을 잘라내었다. C의

변화에 의한 반사 손실 특성과 축비 특성 결과를 나

타낸다. C의 값은 45° 기울어진 라미터이므로 

가 곱해진 값을 가진다. 그림 4(a)는 C의 값을 6.36 

mm에서 12.02 mm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시뮬 이션

된 반사 손실 특성이다. C의 값이 6.36 mm에서

12.02 mm까지 변화하 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목표

주 수 역에서 역폭을 모두 만족하 다. 이는 C

의 변화는 주 수의 천이에 큰 향이 없고, 편 에

만 향을 주는 라미터로 제작시의 여유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계에서 C=9.19 mm를

최 값으로 선정하 다. 한, 그림 4(b)의 축비 특

성을 보면 양끝 모서리를 잘라냄으로써 송신 역의

축비 특성을 개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축비는 θ

=180°, =0° 지 의 축비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는 원편 구 을 해, 그림 4에서 얻은 C

의 길이를 9.19 mm로 고정하고, 방사 소자에 45° 기

울어진 슬롯을 삽입하여 시뮬 이션을 하 다. 이

슬롯에 의해서 류가 방향성을 가지게 되어 원편

를 방사하게 되는 원리를 가진다
[4]. 그림 5(a)는 슬롯

길이 L의 변화에 의한 반사 손실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L의 길이 변화에 의해서 송신 주 수

역인 2 GHz 역의 반사 손실만 변화를 하 다. 이

는 송신 주 수 역은 방사패치 안의 슬롯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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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뮬 이션된 반사 손실

(a) Simulated return loss

 

(b) 시뮬 이션된 축비

(b) Simulated axial ratio 

그림 4. C의 변화에 의한 시뮬 이션 결과

Fig. 4. Simulation result by variation of truncated co-

ner C.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b)의 축비는 θ=180°, =0°에서의 행하

다. 방사 패치 내에 있는 45° 기울어진 슬롯의 길이

를 10 mm에서 14 mm까지 변화시킨 결과, L값이 12 

mm일 때 시뮬 이션 축비 특성 값이 3개의 심

역에서 가장 우수하 다. 그리고 L의 변화에 따라

제 3차 고조 역에서의 축비가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5° 기울어진 슬롯의 길이는 송

신 주 수 역의 반사 손실에 향을 끼치고, 제 3

차 고조 역에서의 축비에 많은 향을 다는

 

표 1. 제안된 안테나의 최 화된 크기

Table. 1. The optimized size of the proposed antenna.

분류 단 (mm) 분류 단 (mm)

W 2.5 L 12

C 9.19 H 1.2 

(a) 시뮬 이션된 반사 손실

(a) Simulated return loss

  

(b) 시뮬 이션된 축비

(b) Simulated axial ratio 

그림 5. 45° 기울어진 슬롯 길이 L의 변화에 따른 시
뮬 이션 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s by variation of 45° inclined 
slot length L.

 

        (a) 2.44 GHz              (b) 4.88 GHz

    

        (c) 7.32 GHz

그림 6. 설계 안테나의 시뮬 이션 방사 패턴
Fig. 6. Simulated radiation patterns of design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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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6은 원편 안테나의 시뮬 이션된 송신 주

수 역 수신 주 수 역 심 주 수에서의

방사 패턴 이득 특성을 나타낸다. 안테나의 방사

패턴은 무지향성을 가지고, 최 이득은 2.44 GHz 

역에서는 약 3.6 dB, 4.88 GHz와 7.32 GHz에서는

약 4.5 dB의 이득을 보이고 있다. 

Ⅲ. 작  측

설계한 안테나의 신뢰성을 확인을 해 안테나를

실제로 제작하여 측정하 다. 제작된 안테나의 반사

손실 역폭 측정은 Anritsu사의 Vector network 

Analyzer 37369D를 사용하 다. 안테나의 지향성 이

득 방사 패턴 측정은 16 m×8 m×6 m 크기의

암실에서 행하 다. 안테나는 FR4-epoxy 기 을 사

용하여 패턴을 제작하 다. 그림 7은 제작된 안테나

의 사진을 나타낸다. 부에 50 Ω의 임력 임피던

스를 연결시켜서 Network analyzer로 측정하 다.

그림 8은 시뮬 이션에 의해 계산된 반사 손실과

측정된 반사 손실을 비교하 다. 제작된 안테나의

그림 7. 제작된 안테나의 사진

Fig. 7. Photograph of a fabricated antenna.

 

그림 8. 시뮬 이션과 측정값의 반사 손실 비교

Fig. 8. Comparison of the simulated and measured re-

turn loss.

       (a) 2.44 GHz              (b) 4.88 GHz

      

        (c) 7.32 GHz

그림 9. 측정된 방사 패턴

Fig. 9. Measured radiation pattern.

 

반사 손실은 계산된 값과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보

으며, NLJD 시스템에서 요구되어지는 역폭도

잘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9는 3 공진 설계 목표 역의 심 주 수

에서 측정한 방사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림 6의 시

뮬 이션 방사 패턴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림 6(c)의 시뮬 이션 값과 그림 9(c)

의 측정된 방사 패턴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측정

에 있어서 고주 수 역으로 갈수록 측정 이블의

송 손실이 커지게 되어 신호의 감쇠가 커지게 되

어 측정된 방사 패턴에 리 상이 심하게 나타난

다. 이는 측정 환경에 기인한 요인으로, 이블의 주

수에 따른 송 손실의 증가에 의한 오차로 발생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측된 최 지향 이득

은 2.44 GHz에서는 3.2 dBi, 4.88 GHz에서는 4.13 

dBi, 7.32 GHz에서는 4.22 dBi 다.

그림 10은 설계 목표 역의 심 주 수별 축비

를시뮬 이션 결과 값과 측정된 축비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측정된 축비는 θ= 180°, =0° 

지 의 축비 특성 값을 나타낸 것이다. 축비 값들은

방사 패턴 측정을 통해   을 얻어서 식 (1)에 의

해서 계산되어졌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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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측정된 축비 특성

Fig. 10. Measured axial ratio characteristics.

 




 ∅

 

 

그림 10에 나타낸 측정한 값들은 의 식 (1)에 의

해 구하고 이를  log  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값을 표시한 것이다. 송신 주 수 역

의 축비 특성은 2.4～2.51 GHz까지 3 dB 이하의 값

을 가졌다. 시뮬 이션 결과 값과 비교하 을 때 양

호한 특성을 보 다. 그리고 제 2차 고조 의 축비

특성은 4.83～4.97 GHz까지 3 dB 이하의 값이 나타

표 2. 안테나의 시뮬 이션과 측정 결과값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simulated and measured 

values of proposed antenna.

반사 손실

역폭 (VSWR 

2:1) 

축비 역폭

(3 dB 이하)

이득

(dBi)

제 1차

공진

주 수

역

시뮬 이

션 값
2.06～2.85 GHz

2.38～2.66 

GHz
3.6

측정값 2.02～2.88 GHz
2.4～2.51 

GHz
3.2

제 2차

공진

주 수

역

시뮬 이

션 값
4.31～5.16 GHz

4.78～4.95 

GHz
4.5

측정값 4.28～5.18 GHz
4.83～4.97 

GHz
4.13

제 3차

공진

주 수

역

계시뮬

이션 값
7.18～7.45 GHz

7.26～7.45 

GHz
4.5

측정값 7.18～7.51 GHz
7.31～7.35 

GHz
4.22

났다. 제 3차 고조 의 축비 특성으로는 7.31～7.35 

GHz까지 3 B 이하의 값이 나타났다. 시뮬 이션 결

과 값과 측정된 축비 값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3 dB 

이하에서의 변화이므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굳이 그

원인을 찾는다면 그림 9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주 수 역으로 갈수록 방사 패턴의 측정치가 리

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측정 이블의

주 수에 따른 송 손실에 기여하며, 이 손실이 축

비에도 향을 끼쳐서 다소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표 2

와 같다.

표 2와 같이 제 1차 공진 주 수 역에서의 —10 

dB 이하의 반사 손실 역폭은 약 250 MHz로 NLJD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역폭을 충분히 만족하 고, 

축비 한 2.4～2.51 GHz까지 3 dB 이하의 값이 측

정되었다. 그리고 제 2차 3차 공진 주 수 역에

서의 반사 손실 역폭과 축비도 만족할 만한 결과

를 얻었으며, 시뮬 이션 결과와 잘 일치하 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형 비선형 은닉 소자를 탐지

하기 해 원편 패치 안테나를 제안하 다. 마이

크로 스트립 안테나의 특징인 체배 주 수 상을

이용하여 다 공진 안테나를 설계하고자 하 다. 

그리고 자 유도 결합 방식인 CPW 을

사용하여 다 역의 역폭을 만족시키고자 하

다. 한, 원편 를 구 하기 해 방사 소자의 양

끝 모서리를 잘라서 송신 주 수 역의 축비를 만

족시켰다. 그리고 방사 소자의 앙에 45° 기울어진

슬롯을 삽입하여 류 흐름을 제어하여 제 2차 고조

와 제 3차 고조 의 축비를 개선시켰다. 한, 요

구되는 모든 공진 역에서 양호한 반사 손실과 축

비가 얻어졌으며, 시뮬 이션 값과 측정값이 잘 일

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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