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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타이 모노폴 UWB 안테나의 소형화 역 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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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pole UWB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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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역 지 특성을 갖는 소형화된 보우-타이 모노폴 UWB 안테나를 제안하 다. 기존의 보우-

타이 모노폴 안테나에 완 자계벽(PMW) 조건을 용하여 안테나의 물리 크기를 소형화하 다. 임피던스

정합을 해 지면의 굴곡각을조 하 고, 테이퍼형태의 선로를 용하 으며, 패치면의 모서리를 잘라

내었다. UWB 역 내에 존재하는 타 역의 간섭을 지하기 해 패치면에 λ/4 슬롯 공진기를 삽입하 다. 

제작된 안테나는 비유 율 6.15를 갖는 Taconic RF60-A 기 을 사용하 다. 제안된 안테나의 크기는 30.0×39.7 

mm2
로 기존 보우-타이모노폴 안테나의 약 45 %가 어들었다. UWB 체 역에서—10 dB 이하의 반사손실

특성과 5 GHz WLAN 역의 지 특성을 나타내었다. —1～5 dBi의 최 이득 1.0 ns 이내의 군지연 변화

특성과 x-y평면의 방사 패턴에서 지향성을 나타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miniaturized bow-tie monopole UWB antenna with band rejection characteristic is proposed. To 

miniaturize the proposed antenna, a perfect magnetic wall(PMW) condition is applied to primitive bow-tie monopole 

antenna. An uneven ground patch, a tapered feeding structure and a edge-chopped main patch are adapted for impedan-

ce matching. A quater-lambda slot resonator is inserted at main patch to prevent interference in UWB band from an- 

other band. The proposed antenna is fabricated on Taconic RF60-A substrate with relative permittivity of 6.15. The 

size of the proposed antenna is 30.0×39.7 mm2, which is only 45 % of the conventional bow-tie monopole antenna. 

The proposed antenna covers full UWB band with return losses less than —10 dB and has band stop characteristic 

in 5 GHz WLAN band. The maximum gains are within —1.0 ～5.0 dBi, the group delay variations are within 1.0 

ns and the radiation patterns show directivity characteristics in x-y plane.

Key words : UWB Antenna, Bow-tie Monopole, Miniaturization, Band Rejection

Ⅰ. 서  론      

UWB(Ultra-Wideband) 기술은 반송 주 수의 20 

% 이상의 역폭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방식으로 반

경 10 m 이내의 근거리에서 0.5～1 Gbps의 고속

무선 송이 가능한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기술 하나다. UWB 통신 시스템은 사무

실이나 가정에서 무선으로 HDMI와 같은 고화질․

비 압축 멀티미디어 데이터 정보를 송하게 함으로

써 가 기기의 배치는 물론 자료 송의 편리함을

ⓒ Copy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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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이러한 UWB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는 동

작 역인 3.1～10.6 GHz를 만족하는 역 안테나

가 필수이며, 장이 약 28～96 mm이므로 소형의

안테나가 요구된다. 한, 주 수 역별로 안정된

방사 패턴, 일정한 군지연 특성과 UWB 역 내에

포함되는 타 역의 간섭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

안테나들이 제안되고 있다[2],[3]. 상기의 조건들을 만

족하며, 시스템 내부에 실장하기 용이한 장 을 갖

는 평 형태의 보우-타이 안테나[4],[5], 타원형 안테

나[6], 비발디 안테나[7], 랙탈 안테나[8] 등 다양한 구

조의 UWB 안테나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특히 평

형 보우-타이 안테나는 간단한 설계 구조와 역

특성, 제작하기에 렴한 가격 등의 장 이 있다[5]. 

그러나 류가 모서리에서 갑자기 종단되어 역폭

을 제한하여[9] UWB 체 역에서 사용하기엔 부족

하다. 이러한 단 을 보안하기 해 구조를 바

꾸거나[4], 계단형 패치면을 이용한 구조가 제안되었

다[5]. 그러나 이러한 구조들은 UWB 체 역을 만

족하지 못하거나 패치 구조의 변수들이 많아 설계가

복잡한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보우-타이 모

노폴 안테나의 지면에 굴곡각을 용하여 UWB 

체 역에서 사용 가능하게 한 역삼각형 모노폴

안테나[13]에 존재하는 칭 인 자계 분포를 이용하

여 안테나를 소형화 하 다. 한, 굴곡각을 이용하

여 임피던스 정합을 이루었고, 5 GHz WLAN 역을

제거하기 해 패치면에 λ/4 공진 슬롯을 삽입하

다. 설계 제작된 안테나는 유 체 두께 0.64 mm, 

도체 두께 0.035 mm, 손실 탄젠트 0.0025, 비유 율

6.15의 Taconic 社의 RF-60A 기 을 사용하 으며, 

본 논문에 제시된 모든 모의 실험 결과는 Ansoft 社

의 HFSSTM를 이용하 다.

Ⅱ. 본  론 

 2-1 자계벽 조건  이용한 안테나의 소

무선 통신 시스템의 소형화로 인해 다양한 안테

나의 소형화방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평 형안테나

의 경우 패치면을 구부리거나 slit을 추가한 구조, 패

치면과 지면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는 perturbation 

효과를 이용한 방법들[10]과 메타 물질을 이용한 소형

화[11]이 제안되었으나, 동작 역폭이 좁아 UWB 안

테나에 용하기에는 부 합하다. 그러나 완 자계

벽(PMW) 조건을 이용하여 UWB 안테나의 소형화를

구 한 선례[12]가 있어 이를 참조하 다. 

완 자계벽은 완 계벽(PEC)과 계로, 

완 계벽이 용된 흔한 형태로는 모노폴 안테나

가 있다. 모노폴 안테나는 다이폴 안테나에 완

계벽(PEC) 조건을 이용하여 칭면을 단락(short)시

켜 소형화한 형태이다. 이와 계인 완 자계

벽 조건은 칭면을 개방(open)하여 소형화가 가능

하며, 칭면이 되기 한 조건을 식 (1)에 나타내었

다. 식 (1)은 칭면을 기 으로 자계가 수직 방향 성

분만 존재하고 선 방향 성분이 0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  (1)
 

기존에 연구되었던 CPW 방식의 역삼각형

모노폴(보우-타이 모노폴) UWB 안테나[13]
와 자계벽

조건을 용하여 칭면을 개방한 구조의 자계 분포

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칭면을 기 으로 자계

분포가 수직 방향 성분만 존재하고, 선 방향 성분

이 0이므로 식 (1)을 만족하여, 칭면을 자계벽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에 그림 1 구조의 반사 손실 특성을 나타내

었다. 칭면을 개방할 경우, 안테나의 임피던스가

 

       (a) 기존 안테나 (b) 자계벽 조건을

       (a) Primitive antenna            용한 안테나

                                  (b) Antenna with

                                     PMW condition

그림 1. 3 GHz에서의 자계 분포

Fig. 1. Magnetic field distribution at 3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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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1의 반사 손실 특성들

Fig. 2. Return losses of Fig. 1.

 

그림 3. 소형화된 안테나 구조

Fig. 3. Miniaturized antenna structure.

 

격히 변화함을 보인다. 그림 1(b)와 같이 소형화할

경우, 선의 임피던스를 50 Ω으로 유지하기 해

서는 패치면과 지면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실 으로 구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

로 그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면을 패치면의

반 편에 배치하여 Microstrip의 형태로 구조를 변경

하 다. 한, 변화된 임피던스를 정합하기 해

지면의 굴곡각을 조정하 으며, 선에 50 Ω에서

80 Ω으로 변환하는 삼각형 테이퍼를 용하 다. 이

러한 형태는 참고문헌 [15]와 유사하나, 추가 인 임

피던스 정합을 해 패치면의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

어 반사 손실 특성을 향상시켰다. 패치면의 높이 Hp

는 참고문헌 [13]의 값에서 미세 조정하 다. 한, 

개방면과 좌측 패치․ 지면 사이의 간격은 약 1 

(a) α각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들

(a) Return losses according to α

(b) β각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들

(b) Return losses according to β

그림 4. 변수들에 따른 안테나의 반사 손실 특성들

Fig. 4. Return losses according to parameters.

 

mm 이상 띄어 놓아야 성능이 안정됨을 보인다.

그림 4는 α와 β각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를 나타내었다. α와 β각에 의해 지면과 패치면

의 사이의 각이 결정되며, 이에 따른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 반사 손실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α각

이 증가함에 따라 6 GHz를 기 으로 높은 주 수

역에서는 반사 손실 특성이 나빠지며, 낮은 주 수

역의 반사 손실 특성을 개선됨을 보인다. 반 로

α각이 감소함에 따라 6 GHz를 기 으로 높은 주

수 역에서는 반사 손실 특성이 개선되며, 낮은 주

수 역에서는 반사 손실 특성이 나빠짐을 보인

다. 한, β각에 따라 체 역의 반사 손실 특성

이 미세하게 변화함을 보인다. 상기의 결과를 통해

α,β각에 따라 동작 역폭이 변화하며, β각에 비

해 α각이 동작 역폭에 많은 향을 끼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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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형화된 안테나의 설계 변수들

Table 1. Design parameters for miniaturized antenna.

변수 값(mm) 변수 값(mm) 변수 값(mm)

W 30.0 Wgnd 26.5 α 35.8°

H 39.7 Hgnd 18.0 β 33.0°

Wp 17.3 Wadd 7.2 θT 31.3°

Hp 19.7 Hadd 6.5 T 2.3 mm

    

   (a) 안테나 구조   (b) 제작된 안테나

   (a) Antenna structure           (b) Fabricated antenna

그림 5. 역 지 슬롯이 추가된 안테나

Fig. 5. Antenna with band-notch slot.

 

있다. 그 외의 변수인 Hadd의 변화와 패치면과 지

면의 간격 변화에 해서는 논문의 간결함을 해

논의를 생략하 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찾아낸 최

화된 설계 변수들을 표 1에 제시하 다.

2-2 소 된 안테나의 대역 지 특성 구  

그림 5(a)는 그림 3의 소형화된 안테나 구조에

역 지 특성을 구 하기 해 패치면에 λ/4 슬롯

라인 공진기를 추가한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구조가 칭이므로 λ/2 슬롯 라인 공진기의

길이에 반을 나 어 λ/4 슬롯 라인 공진기의 길이

를 구하 다. 

λ/2 슬롯 라인 공진기의 길이 L은 식 (2)[14]
를 참

조하여 얻었으며, 역 지 주 수 f0를 5.5 GHz로

설정하 다. 식 (2)를 통해 구한 L값은 14.4 mm 으

며, 모의 실험 도구를 이용하여 Wslot는 7.6 mm의 최

화된 값을 찾았다.
 

 

 





(2)

(a) Hslot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들

(a) Return losses according to Hslot

(b) Gslot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들

(b) Return losses according to Gslot.

그림 6. 슬롯 변수들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Fig. 6. Return losses according to slot parameters.

 

슬롯 라인 공진기의 치와 두께에 따른 반사 손

실 특성 변화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슬롯의 치

Hslot이 높아질수록 지 역폭은 좁아지며, 슬롯 넓

이 Gslot가 넓어짐에 따라 지 역폭이 늘어남을 보

이고 있다.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 실험도구

를 이용하여 Gslot, Hslot의 최 화된 값을 찾았으며, 

각각 0.3 mm, 17.3 mm이다.

2-3 작 및  결과

최 화된 설계 변수를 용하여 제작된 안테나를

그림 5(b)에, 측정 모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그

림 7에 나타내었다. 안테나의 반사 손실, 방사 패턴

군지연 특성은 Anritsu 社의 37397C VNA를 이용

하여 자 무반사실에서 측정하 다. 모의 실험

결과와 제작 측정 결과가 유사함을 보이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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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의 실험과 측정 결과의 반사 손실 특성

Fig. 7. Simulated and measured return loss.

 

그림 8. 측정된 최 이득 군지연 특성

Fig. 8. Measured maximum gain and group delay.

 

         (a) 3.1 GHz               (b) 5.2 GHz

         (c) 7.9 GHz              (d) 10.3 GHz

그림 9. 측정된 방사 패턴

Fig. 9. Measured radiation pattern.

GHz 역의 반사 손실 특성이 —10 dB 이상으로

역 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역에서는

—10 dB 이하를 만족함을 보인다. 

제안된 안테나의 이득과 군지연 특성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지 역을 제외한 체 역에서 최

이득은 —1～5 dBi이며, 군지연 시간의 차이는 1 

ns 이내에 있음을 보인다. 한, 지 역에서는—5 

dBi의 최 이득과 1.0 ns 이상의 군지연 특성을 나

타낸다. 

그림 9에는 제안된 안테나의 방사 패턴을 나타내

었다. 역에서 일정한 형태의 방사 패턴을 보이

고 있으며, 슬롯 라인 공진기를 이용하여 5 GHz W-

LAN 역을 지한 안테나의 경우 5.2 GHz에서의

안테나 이득은 2 dBi에서 —5 dBi로 —7 dB만큼

어들었다. 칭면을 개방시킴으로 인해 H-plane (x-y)

의 방사 패턴에서 개방면의 반 방향으로 지향성이

존재함을 보인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역삼각형 모노

폴 안테나에 자계벽 조건을 이용하여 물리 크기를

소형화하 으며, 굴곡각을 조정하여 체 UWB 

역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설계하 고, 5 GHz WLAN 

역을 제거하기 해 패치면에 λ/4 슬롯 라인 공

진기를 삽입하 다. 설계 제작된 안테나는 기존

에 연구되었던 50.0×43.7 mm2
의 크기에서 30×39.7 

mm2
으로 약 45 %를 소형화하 다. 측정된 반사 손

실 특성은 동작 역인 3.1～10.6 GHz에서 —10 dB 

이하, —1～5 dBi의최 이득, 1.0 ns 이내의군지연특

성을 보 다. 한, 지 역에서는 최 —3 dB의

반사 손실 특성, —5 dBi의 최 이득, 1.0 ns 이상의

군지연 특성을 나타낸다. 한, 칭면을 개방함에

따라 x-y평면의방사패턴의형태가 지향성을갖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안테나는 지면의 굴곡각

α와 β에 의해 역폭 조 이 가능하여 패치면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안테나의 특성을 다양하

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동작 역

내에서 이득이 —1 dBi 이상, 군지연이 1.0 ns 이내로

상용 시스템에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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