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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R과 CSRR을 이용한 삼 역 차단 역 안테나

SRR and CSRR Loaded UWB Antenna with Tri-Band Notch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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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삼 역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역(UWB) 안테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안테나는

WiMAX의 3.3～3.7 GHz 역, WLAN IEEE 802.11a/n의 5.15～5.825 GHz 역, ITU의 8.025～8.4 GHz 역을

차단하는 능력을갖고있다. 역차단 기능은 SRR과 CSRR만으로이루어졌으며, 특히 방사체 하단부분에 치

한 SRR을 이용하여 WiMAX 역을 차단하 고, 방사체 상의 CSRR을 통해 WLAN 역을 차단하 으며, CPW 

부에 있는 지면의 CSRR을 통해 ITU 역을 차단하 다. 설계 제작된 안테나는 시뮬 이션과 측정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나의 성능을 입증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ultra wide band(UWB) antenna with tri-band notch capability is proposed. The proposed ante-

nna can reject WiMAX(3.3～3.7 GHz), WLAN IEEE 802.11a/n(5.15～5.825 GHz), and ITU(8.025～8.4 GHz) bands. 

Band rejection capability is achieved only split ring resonators(SRRs) and complementary SRRs(CSRRs). The SRR 

under the radiating patch, the CSRR loaded on the radiating patch, and the CSRRs on the ground of the CPW feeding 

reject the WiMAX, WLAN, and ITU bands, respectively. The simulation and measurement results demonstrate the per-

formances of the proposed antenna.

Key words : UWB Antenna, SRR, CSRR, Tri-Band Notch Capability

Ⅰ. 서  론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더욱 더 향상된 성능을 갖는 무

선 통신 기술이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러한 요구

에 응하여 기존의 군사용 목 으로만 사용하던

Ultra Wide Band(UWB)는 2002년 Federal Communi-

cation Commission(FCC)에 의해 공식 으로 상업용으

로 승인되었고, 주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써 지

속 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

듯이 UWB는 3.1～10.6 GHz의 넓은 주 수 역을

포함하며, 그로 인해 높은 데이터 송 속도, 은

워 소비, 멀티 패스 간섭에 강한 면역성을 가지는

이 을 갖는다. 한, 기 에 비교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그 소형 구조와 은 단가로 많은 각 을

받고 있다. 그러나 넓은 역에서 동작하는

역 특성으로 인해 같은 주 수 역을 이용하는 다

른 무선 통신 기술들과 간섭이 발생하는 단 을 가

지고있다. 표 으로 WiMAX(3.3～3.7 GHz), WLAN 

(5.15～5.825 GHz),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

tion Union, 8.025～8.4 GHz)가 있다. 특히 ITU는 국

제 으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 수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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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인공 성을 이용한 역 차세 통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무선 통신은 UWB에 비해 약 1,000배

이상의 워 벨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주 수에

서의 정상 인 동작에 방해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UWB 동작에 치명 인 간섭을 차단하기 해 특정

역을 지하는 기능을 갖는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1].  

이러한 역 지 특성을 갖기 해 다양한 구조

의 장치들이 제안되었다. 그 에서도 최근 Split Ring 

Resonator(SRR)와 Complementary SRR(CSRR)이 역

지의 한 방안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SRR은 반

방향으로 나눠진 두 개의 속 링으로 이루어지

며, CSRR은 SRR과 반 로 속 에 식각된 두 개

의 링으로 이루어진다. SRR과 CSRR은 자연상에서

일반 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기 성질을 지니고

있는 메타 물질을 구 하기 한 한 방법으로도 사

용되며, SRR은 음의 투자율, CSRR은 음의 유 율을

갖는다. 한, SRR과 CSRR은 LC 공진 성분으로 공

진 주 수에서 각각 강한 자기 커 링과 기 커

링을 만들며, 신호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

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구조는 평면형으로 구

이 가능하며, 일반 인 화학 에칭을 통해 쉽게 제

작이 가능하다
[2],[3]. 실제로 CSRR을 이용하여 특정

역을 차단하는 UWB 안테나가 논문을 통해 다양

하게 소개되었다
[1],[4]～[6]. CSRR을 이용하여 하나 혹

은 두 개 이상의 역을 차단하 으나[4],[5], 두 개 이

상의 다 역을 차단을 해서는 CSRR 이외에도

Slot, Stub등 다양한 장치들이 함께 용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Stub의 경우에는 기존의 안테나

외에도 추가 인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테나

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1]. 

이 같은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해 본 논문에서

는 SRR과 CSRR만을 이용하여 추가 인 공간 없이

도 삼 역을 차단할 수 있는 안테나를 제안하고

자 한다. 목표 역은 앞서 설명한 WiMAX, WLAN, 

ITU의 세 개의 역이며, 해당 주 수의 조정을 용

이하게 하기 해 각 주 수에 응하는 세 개의 장

치를 이용하 다. 본문에서는 UWB 안테나의 기

모델과 각 SRR과 CSRR이 실제로 UWB에 용되는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이 제안하는 삼 역 차단

UWB 안테나를 소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 다.

Ⅱ. 역 차단 능력  갖는 UWB 안테나 설계

2-1 일 인 UWB 모노폴 안테나 

역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래로, 역 안테

나는 다양한 목 을 해 개발되어 왔다. 2002년

FCC에 의한 UWB의 상업용 승인 이후 UWB 기술은

주요 근거리 고속 무선 통신 기술로써 자리 잡으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의 휴 용 자기기, 모

바일 통신 기기의 발달로 역 특성뿐만 아니라

안테나의 크기, 방사 특성 한 충족시키기 해 다

양한 형태의 안테나가 제안되었다. 그 에서도 기

을 이용한 모노폴 안테나는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

지고 있어 제작이 쉽고 단가가 렴하다. 한, 이

모노폴 안테나는 방 에 고루 방사하는 다이폴과

같은 방사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바일 통신에 이용

하기에 합하다[7]. 리 구 되는 송 선로에는 마

이크로스트립 송 선로와 Coplanar Waveguide(CPW) 

송 선로가 있다. 마이크로스트립 구조의 경우에는

기 이 결정되면 선로의 폭으로만 입력 임피던스를

조 해야 하지만, CPW 구조의 경우 선로의 폭과

지면과의 간격의 비로써 입력 임피던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시 자유도가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CPW 구조를 이용하는 모노폴 안테나 형태

의 UWB 안테나를 채택하고 이용하 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이용한 UWB 안테나의 구

조와 치수를 보여 다. 기 은 FR4를 이용했으며, 

1.6 mm의 두께와 0.035의 loss tangent 4의 유 율을

갖는다. 이 안테나는 오각형 모양의 방사 패치를 가

지며, 패치의 길이와 비, 그리고 선으로부터

이어지는 패치 부분의 각도 θ에 의해 그 역 특

성이 결정된다. 특히 패치 부분의 각도 θ는 역

특성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수치로써 해당

논문에서는 66도를 채택하 다. 그 이유는 그림 2의

각도 θ별 반사 계수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일

반 으로 UWB 안테나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해서

는 3.1～10.6 GHz의 역에서 10 dB 이상의 반사 손

실 값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65도 이하로 각이 작아

질 시에는 8 GHz 역이 10 dB보다 작아지며 UWB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67도 이상으로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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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PW 구조를 이용한 UWB 모노폴 안테나

Fig. 1. CPW fed UWB monopole antenna.

 

그림 2. 그림 1의 θ에 따른 기본 인 UWB 모노폴

안테나의 시뮬 이션 반사 계수 변화치

Fig. 2. Simulated reflection coefficients of the original 

UWB monopole antenna by changing θ.

 

시에는 UWB의 조건을 충족시키나, 총 역폭이 작

아지며, 한 반사 계수 값도 체 으로 낮아진다. 

그러므로 UWB의 조건도 충족시키며 가장 넓은

역폭을 갖는 66도가 본 논문에서 채택한 최 의 값

이다. 그 밖의 안테나 수치는 그림 1에 표기되어 있

으며, 해당 수치들을 이용하여 기본 인 UWB 안테

나를 설계하 다. 

2-2 SRR과 CSRR  이용한 역 지

1960년 러시아의 과학자 Veselago에 의해 자연

으로 존재할 수 없는 자기 성질을 지니고 있

는 왼손 물질이 연구되었다
[8]. 왼손 물질이란 특정

주 수에서 음수의 유 율과 투자율 값을 갖는 물질

로써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장 벡터 k와 기장 E, 

자기장 H가 왼손의 법칙을 따르고 역방향 가 이

루어진다. 메타 물질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물질은

극소의 크기를 갖는 인공 인 주기구조를 이루고 있

으며, 2000년도에 최 로 Smith 박사에 의해 실험

으로 증명되었고, SRR과 얇은 도선으로 이루어지는

메타 물질이 제안되었다[9]. SRR은 평면 구조이며, 

도선은 속 스트립으로 체하여 쉽게 평면형으로

구 할 수 있으며, 실제로 CPW 방법으로 소형화된

역 지 여과기의 구 이 발표된 바가 있다[2]. 

SRR은 음수의 투자율을 가지며 신호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특징에 응 계로써 음수

의 유 율을 갖는 물질이 제안되었다. CSRR로써 명

명된 이 물질은 마이크로스트립의 지면에 기존의

SRR과 동일한 치수와 모양으로 식각하여 특정한 주

수에서 공진을 일으키며 지 특성을 발생시켰다
[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 역 차단을 하여

간단한 구조와 제작으로 역 지 특성을 만드는

SRR과 CSRR을 이용하 다.

그림 3은 참고문헌 [10]에 게재된 SRR과 CSRR의

기본 구조와 등가회로 모델이다. (a)는 SRR 구조로

써, 는 링의 반지름 r과 비 c에 의하여 결정되는

인덕턴스이고, 는 링 사이의 간격 d에 의해 결정

되는 커패시턴스 값이다. 는 직렬 커패시턴스의

값으로써  4의 값을 갖는다. (b)는 CSRR 구

조로써 SRR과는 반 로 링의 반지름 r과 식각된 링

의 비 c에 의해 커패시턴스 가 결정되며, 링과

링 사이의 거리 d에 의해 인덕턴스 가 결정된다. 

SRR과 유사하게 는 병렬 인덕턴스 값으로써  

4으로 표 할 수 있다. 한, 두 구조는 모두 각

각의 과   값을 이용하여 공진 주 수  

2를 개략 으로 구할 수 있다. 만약 기

의 두께와 손실 등의 효과를 무시하고 계산한다면

같은 치수를 갖는 SRR과 CSRR은 같은 공진 주 수

를 갖는다
[10].

그림 4는 SRR과 CSRR을 이용하여 특정 역

지 특성을 갖도록 한 UWB 안테나이다. 세 개의 안

테나는 각각 WiMAX, WLAN, ITU 역을 차단하며, 



SRR과 CSRR을 이용한 삼 역 차단 역 안테나

323

(a) SRR의 기본 구조와 등가회로

(a) Structure and equivalent circuit of SRR 

(b) CSRR의 기본 구조와 등가회로

(b) Structure and equivalent circuit of CSRR

그림 3. SRR과 CSRR의 기본 구조 등가회로 모델

(회색 부분이 도체를 나타냄)

Fig. 3. Equivalent circuit model and structure of SRR 

and CSRR(The gray part represents conductor).

 

기에 설계했던 일반 인 UWB 모노폴 안테나와

같은 수치를 이용하 다. 각 CSRR과 SRR은 링의 반

지름, 링의 비, 그리고 각 링의 갈라진 틈의 간격

으로 공진 주 수와 역 비를 조정할 수 있으나, 

주로 바깥쪽 링의 반지름이 공진 주 수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각 장치들의 치는 차단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선에 가까울수록 그 차단 정도가

강해진다. 각 CSRR과 SRR은 목표하는 주 수 역

을 차단하기 해 크기를 조정하 으며, 그 수치 정

보는 그림에 나와 있다. (a)는 바닥면에 SRR을 로딩

하여 안테나 패치면과 자기 커 링을 발생시키고, 

자기 LC 공진으로 원하는 주 수 역을 차단하

는 구조이다. SRR의 반지름을 충분히 늘려 가장 낮

은 3 GHz의 역의 WiMAX를 차단시켰다. (b)와 (c)

는 각각 방사 패치면, 지면에 CSRR을 식각하여

기 LC 공진을 이용하여 특정 주 수 역을 차

단하는 구조이다. (b)는 5 GHz 역의 WLAN, (c)는

8 GHz 역의 ITU를 차단한다. 이 세 개의 안테나는

각각 해당하는 주 수만을 차단하는 구조이다. 따라

서 각 지 역의 주 수를 바꿀 시에 해당하는

(a) WiMAX band가 차단된 안테나

(a) UWB antenna rejecting WiMAX band

(b) WLAN band가 차단된 안테나

(b) UWB antenna rejecting WLAN band

(c) ITU band가 차단된 안테나

(c) UWB antenna rejecting ITU band

그림 4. (a) WiMAX, (b) WLAN, (c) ITU 역을 차단하

는 특성을 갖는 UWB 안테나의 3가지 구조

Fig. 4. UWB antennas rejecting (a) WiMAX band, (b) 

WLAN band, and (c) ITU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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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특정 역을 차단하는 UWB 안테나의 반사

계수 시뮬 이션 그래

Fig. 5. Simulated reflection coefficients of the notched 

UWB antenna. 
 

SRR 혹은 CSRR의 수치를 조정하면 되므로 설계하

기에 용이하다. 그림 5는 일반 인 UWB 안테나와

비교한 세 개의 역 차단 안테나의 반사 계수 시뮬

이션 값이다. 이 그래 를 통해 각 장치마다 해당

하는 주 수를 독립 으로 차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SRR 구조의 경우, 3 역을 차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고조 성분으로써 주 수를

독립 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차단되는 정도가 낮으

며 조정 한 어렵다.  

Ⅲ. 안된 안테나의 작, 측  결과  논의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세 가지 구조가

혼합된 UWB 안테나의 실제 제작된 원형 모델이며, 

그림 7은 제안된 안테나의 VSWR 결과 값이다. 측정

에는 HP 8510C Network Analyzer를 이용하 고, EM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도시하 다. 그림 7을

통해 제안된 안테나는 3.1～10.6 GHz에서 2 이하의

VSWR 값을 갖는 정상 인 UWB 안테나이며, 일반

인 UWB 안테나와 비교하여 삼 역 차단 능력

을 갖고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 각

세 가지 구조에서 차단되었던 주 수 역이 제안된

안테나에서 그 로 차단된 것을 통해 혼합된 구조에

서도 각 장치가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세 개의 구조가 혼합되면서 지면에 식각

된 CSRR은 패치면의 CSRR과 바닥면의 SRR과 독립

으로 동작하지만, 바닥면의 SRR은 패치면과 자기

그림 6. 실제 제작된 삼 역이 차단된 UWB 안테

나의 원형 모델

Fig. 6. Fabricated prototype model of the tri-band not-

ched UWB antenna. 

 

그림 7. 제안된 안테나의 VSWR 시뮬 이션 측정값

Fig. 7. Simulated and measured VSWR of the proposed

antenna.
 

커 링을 통해 동작하기 때문에, 패치면의 CSRR

과 간섭이 발생한다. 시뮬 이션으로 비교했을 때

세 개의 구조의 혼합 에 3.6～4.31 GHz, 4.78～6.07 

GHz에서 동작하던 WiMAX, WLAN 역이 혼합 후

3.4～4.28 GHz, 5.18～6.17 GHz로 주 수가 다수 높

아지게 되었다. 시뮬 이션 값과 실제 측정값은 매

우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측정값이

더 우수한 차단 능력을 가지는데, 이는 안테나의 개

량에 따라 더욱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가능성을 나

타낸다.

제안된 안테나가 실제로 모노폴 안테나로써 동작

하는지 확인하기 해 그림 8는 본 안테나가 UWB 

모노폴 안테나로써 동작하는 3.2, 4.5, 6 GHz에서 측

정된 방사 패턴을 보여 다. 시뮬 이션과 비교했을

때 다소 은 이득 값을 나타내지만, H-plane에서

방 로 고루 방사하는 패턴, E-plane에서는 호리병

모양의 방사 패턴을 가짐으로써 모노폴 안테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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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plane                  (b) E-plane 

그림 8. 제안된 안테나의 측정된 방사 패턴

Fig. 8. Measured radiation patterns of the proposed an-

tenna.

 

그림 9. 제안된 안테나의 최고 이득 방사 효율 시

뮬 이션

Fig. 9. Simulated peak gain and radiation efficiency of 

the proposed antenna.

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은 제안된 안테나의 최고 이득과 방사 효율

(a) WiMAX band(3.7 GHz)  

(a) WLAN band(5.3 GHz)

(a) ITU band(8.1 GHz)

그림 10. 제안된 안테나의 지 역에서 류 도

크기

Fig. 10. Current density of the proposed antenna at 

the rejected band.

 

의 시뮬 이션 값을 보여 다. 그림을 통해 최고 이

득과 방사 효율 모두 지 역에서 하게 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안테나가 지 역에

서는 정상 으로 동작하지 않으며, 역 차단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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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과 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다. 

한, 지 역 외 역에서는 70 % 이상의 방사 효

율을 가짐으로써 정상 으로 안테나로써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제안된 안테나의 류 도 크기이다. 

WiMAX 역인 3.7 GHz에서는 바닥면의 SRR에

류 도가 강하게 분포하 으며, WLAN 역인 5.3 

GHz에서는 패치면의 CSRR, 그리고 ITU 역의 8.1 

GHz에서는 지면의 두 개의 CSRR에 가장 강하게

류 도가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 역

주 수에서 해당하는 장치에 류 도가 가장 강하

게 분포하는 것을 통해 각 장치들이 해당 역을 효

과 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제안된 안테나의 군지연 특성이다. 군

지연 특성은 UWB 안테나의 매우 요한 수치로 신

호 왜곡 정도와 상 선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제안된 안테나를 각각 송신 수신 안테나로 사용

하여 측정하 으며, 2개의 안테나가 서로 정면을 향

하게 배치하 을 때 결과가 그림 11(a)에 도시되었

으며, 서로 측면을 향하게 배치하 을 때 결과는 그

림 11(b)에 도시되었다. 네트워크 분석기로 측정하

기 때문에, 원거리 조건에서는 충분한 RF 력을 송

수신할 수 없으므로 15 cm의 간격을 두고 2개의 안

테나를 배치하 다[11]. 제안된 안테나의 군지역 변화

량은 차단 역과 몇몇 특정 역을 제외한 동작

역에서 1 ns를 넘어서지 않고 정상 으로 동작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 안테나의 경우, 안테

나의 배치 형태에 따라 그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데

그림 11. 제안된 안테나를 송수신부에 (a) 정면과 정
면으로 배치했을 때와 (b) 측면과 측면으로

배치했을 때 군지연 특성

Fig. 11. The group delay of the proposed antenna ori-

ented in (a) front-to-front and (b) side-by-side.

[12],[13], 약 7 GHz 역에서는 측면 배치 시 군지연 특

성이 다소 나빠지지만, 정면 배치의 경우에서는 정

상 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오직 SRR과 CSRR만으로 삼

역을 차단하는 UWB 안테나를 설계하고, 측정, 분석

하 다. CPW 구조로 비게 되는 바닥면에 SRR

을 이용하는 구조를 제시하여 추가 인 공간 없이

새로운 차단 역을 생성하 으며, 기존의 CSRR 

재 방식과 혼합하여 SRR과 CSRR 모두를 이용하여

다 역이 차단되는 안테나를 제안하 다. 제안된

안테나는 WiMAX, WLAN, ITU 세 가지 역에서 차

단 능력을 가지며, VSWR, 안테나 이득 방사 효

율, 그리고 류 도 등을 통해 각 장치가 해당되는

주 수 역을 효과 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얻은 결과는 다 역 차

단 능력이 필요한 UWB 시스템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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