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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형 보우타이 모노폴 안테나의 초광대역 설계

An UWB Design of Plane Bow-Tie Monopole Antenna  

김 태 우․최  경*․황 희 용*

Tae-Woo Kim․Kyoung Choi*․Hee-Yong Hwang*  

요  약

본 논문은 UWB 대역 중 낮은 대역만을 만족하던 기존 보우타이 모노폴 안테나의 접지 패치 변경을 통한 초광대역화 설계를
제안한다. 기존의 안테나는 반원형 접지 패치를 가진데 반해, 제안된 안테나는 오각형 형태의 접지 패치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UWB 대역 전체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측정된 안테나의 반사손실 특성은 4.9～5.8 GHz에서 갖는 저지 대역 외의 3.1～10.6 GHz 
에서 —10 dB 이하를 만족한다. 측정된 안테나의 방사패턴은 모노폴 안테나의 방사패턴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저지 대역
주파수인 5.8 GHz에서 안테나 이득은 동작 주파수 대비 약 8 dB 감소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planar bow-tie UWB antenna by modifying the ground patch of a reference bowtie-monopole antenna satisfying 
low band of UWB. The proposed antenna was implemented with five-angled ground patch to be operated in whole UWB band, while 
the reference antenna had a ground patch of half circle type. The measured return loss satisfies less than —10 dB in 3.1～10.6 GHz, 
except 4.9～5.8 GHz rejection band. The measured radiation pattern is almost the same with that of the monopole antenna. The radiation 
gain reduction is about 8 dB at rejection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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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14학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관리번호120141526)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강원대학교 BIT의료융합학과(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BIT Medical Converg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August 25, 2014 ; Revised November 15, 2014 ; Accepted November 24, 2014. (ID No. 20140825-061)
․Corresponding Author: Hee-Yong Hwang (e-mail: hyhwang@kangwon.ac.kr)

Ⅰ. 서  론      

무선 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무선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의 전자기기는 다양한 서
비스 대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대역
의 수용을 위해 UWB 안테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UWB 안테나 설계는 3.1～10.6 GHz의 통신 주파
수 대역에서 광대역 임피던스 정합, 일정한 방사 패턴, 일
정한 군지연, 물리적으로 작은 크기 등의 조건을 충족시
켜야 하며, UWB 통신 대역 내에 존재하는 WLAN 5 

GHz(5.15～5.825 GHz), WiMAX(3.3～3.7 GHz), ITU 8 GHz 
(8.025～8.4 GHz) 시스템과의 간섭문제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1].
광대역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 방사체의 구조를 변경

하는 방법과 안테나의 접지구조에 변화를 주는 방법 등

이 제안되었다[2],[3]. 전자의 방법은 설계변수가 너무 많고, 
후자의 방법은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 접지 패치에 삽입

되는 슬롯의 위치를 실제 제작에 적용하기 까다롭다.
간섭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SIR(Step Impe-

dance Resonator), SRR(Split Ring Resonators), CSR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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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mentar SRR), 기생패치와 기생슬롯을 추가한 QCS(Qu-
arter Circular-Slot)-UWB 안테나, λ/2 또는 λ/4 대역 저지
슬롯을 삽입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4]～[7].
일반적인 광대역 안테나의 예로서 보우타이 안테나를

들 수 있으며, 보우타이 안테나는 유한 쌍원추 안테나의
평면형 구현으로서 UWB 안테나에 대역 중 절반 미만을
만족할 수 있다[8]. 평면형 보우타이 안테나의 대역폭 확
장을 위한 방법으로 미엔더 구조와 보우타이 구조를 혼

합한 형태의 슬롯안테나[9]가 있었으며, 최근 보우타이 복
사체의 끝을 원형으로 변형시킨 안테나[10]가 제시되었다.
참고한 안테나는 광대역 특성이 안테나의 길이보다는

안테나의 기하학적 형태에 기인한다는 것과 각을 강조하

는 개념이 주파수 독립 안테나 제작에 사용된다는 사실

을 적용하였으며, 평면형 보우타이 안테나에서 직접적인
급전보다 전자기적 커플링을 통한 간접 급전이 더 넓은

대역폭을 가진다[8],[11],[12]는 사실에 따라 메인 방사체 중앙

에서 급전되고,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을 통한 전자기적 커
플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작된다. 하지만 사용된 원형
접지 패치로는 UWB 대역 전체를 만족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UWB 전체 대역을 만족하지 못하던 기

존 안테나의 원형 접지 패치 대신 오각형 형태의 접지 패

치를 적용하여 초광대역화 특성을 가지며, WLAN 5 GHz 
대역 저지를 위한 슬롯이 삽입된 평면형 보우타이 모노

폴 안테나 설계를 제안한다.

Ⅱ. 안테나 설계

제안한 광대역 안테나의 모형을 참고한 안테나 모형과

함께 그림 1(a)～(d)에 나타내었다. 참고한 안테나와 유사
하게 75×77 mm2 유한접지면위에설계되며, 22.8×19 mm2

의 크기, 유전체 두께 0.78 mm, 비유전율 6.15(±0.25), 유
전체 손실(loss tangent) 0.0028인 Taconic社의 RF-60A 기
판이 수직으로 연결된다. 기존 안테나가 확보하지 못 했
던 7 GHz 이상의 대역 확보를 위해 Ansoft社의 HFSS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그림 1(c), (d)와 같이 설계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급전 선로 폭 WF_up, down의 조

절을 함으로서 안테나의 광대역화를 이루었다. 변수 조절
에 따른 반사 손실의 변화 양상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a) 기존 윗면
 (a) Reference top view

  (b) 기존 아랫면
  (b) Reference bottom view

  (c) 제안된 윗면
  (c) Proposed top view

   (d) 제안된 아랫면
   (d) Proposed bottom view

(e) 측면
(e) Side view

그림 1. 기존 안테나 모형과 모의실험 안테나 모형
Fig. 1. Geometry of the reference and simulation antenna.

  

각 모의실험 별 변수와 고정된 수치를 표 1에 실제 설계
치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제시한 모의실험은 변수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제시한 그림 2(a)～(g) 7단계만으로 실제 제작 가능한 설
계값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림 2(b)로부터 변수 Gw2 값의 증가는 4.3 G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임피던스 정합에 양호하게 작용하지만, 
3～4 GHz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c)로부터 변수 Ght 값의 증가는 4.3 GHz 이상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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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w1 증가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a)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lue Gw1

     
 

(b) Gw2 증가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b)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lue Gw2

 

 (c) Ght 증가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c)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lue Ght

      

 (d) Hm 증가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d)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lue Hm

  

 (e) Wm 증가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e)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lue Wm

      

 (f) Fht 증가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f)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lue Fht

 

 

(g) 테이퍼 급전 유․무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g)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aper feeding

그림 2. 변수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Fig. 2. Return loss characters according to values 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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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그림 2 모의실험의 변수 설정
Table 1. Value set-up of simulation at Fig. 2.

Gw1

(mm)
Hm 

(mm)
Gw2 

(mm)
Ght 

(mm)
Wm 

(mm)
Fht 

(mm) 테이퍼

(a) 변수 2.2 15.0 5.0 3.4 9.2 ×
(b) 12.5 2.2 변수 5.0 3.4 9.2 ×
(c) 12.5 2.2 15.0 변수 3.4 9.2 ×
(d) 12.5 변수 15.0 5.0 3.4 9.2 ×
(e) 12.5 2.2 15.0 5.0 변수 9.2 ×
(f) 12.5 2.2 15.0 5.0 3.4 변수 ×
(g) 12.5 2.2 15.0 5.0 3.4 9.2 변수

표 2. 최종 제안된 안테나의 설계 변수
Table 2. Last proposed design parameters of proposed ante-

nna.
Para-

meters
Values  
(mm)

Para-
meters

Values  
(mm)

Para-
meters

Values  
(mm)

Para-
meters

Values  
(mm)

W 22.8 H 19.0 GW1 12.5 Ght 5.0
Wm 3.4 Hm 2.2 GW2 15.0  Fht 9.2
BL 4.0 BH 13.0 WF_up 0.2 WF_down 0.68
g 1.2

그림 3. 모의실험 결과 및 초광대역 안테나 성능 측정

Fig. 3. Simulation and measurement of UWB antenna.

에서는 임피던스 정합에 양호하게 작용하지만, 3～4 GHz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a)～(c)로부
터 오각형 접지 패치의 내각 조절을 통해 높은 대역 확보

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d)～(f)로부터 변수 Hm, Wm, Fht 값의 증가는 거

의 모든 UWB 대역 임피던스 정합에 양호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g)의 테이퍼 급전을 통해 UWB 대역
전체의 반사 손실 특성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변수 g의 변화는 참고문헌 [6]에서와 마찬가지로 임피

던스 정합에 영향을 주며, 제안된 안테나의 전체적인 임
피던스 정합에 영향을 준다. 
변수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그래프의 경향을 참

고하여 설계치를 결정하였으며, 설계치를 표 2에 나타내
었다. 표 2의 설계 수치로 제작한 안테나의 측정된 반사
손실 특성과 모의실험 결과의 비교를 그림 3에 나타내었
으며, 측정치는 Anritsu社의 37397C VNA를 통해 얻었다. 
그림 3의 모의실험에서는 그림 1(e)와 같이 80×80 mm2의

구리판 그라운드가 적용되었던 그림 2(g)의 설계 수치 대
신에 동일한 크기인 비유전율 4.4, 유전체 손실 0.025, 두
께 0.762 mm인 FR4 기판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제작된
안테나와 동일하게 FR4 기판에 비아 홀(0.7Ø)을 삽입하
였다. 그림 3을 통해 제작된 안테나의 반사 손실 특성은
모의실험에 비해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이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대역 저지 특성

제안된 안테나의 대역 저지 특성은 그림 4에서 보이듯
이, 삽입되는 슬롯[6]의 두께와 슬롯의 길이인 변수 Ls 그

리고 슬롯의 삽입위치 Hs의 조절로 인해 얻어졌다. 최종
설계치는 표 3에 나타내었으며,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 양상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제안된 대역 저지 안테나 윗면
Fig. 4. Top view of band rejection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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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s 증가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a)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lue Ls

  (b) 슬롯 두께 증가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b)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lue slot width

    (c) Hs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c)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lue Hs

그림 5. 슬롯 설계 변수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변화

Fig. 5. Return loss characteristics according slot parameters.

그림 5(a)로부터 삽입된 슬롯의 길이 조절을 통해 저지
대역의위치조절이 가능함을 알수있다. 슬롯 두께와삽
입위치는 각각 0.3 mm, 6.6 mm로 실험하였다.
그림 5(b)로부터 삽입된 슬롯의 두께 조절을 통해 저지

표 3. 제안된 대역 저지 슬롯의 설계 변수
Table 3. Design parameters of proposed band rejection slot.

Parameters Hs Ls Slot width
Values(mm) 5.2 15.1 1.8

  

(a) 제작된 안테나 윗면 (b) 제작된 안테나 아랫면
(a) Top view of implemented   (b) Bottom view of implemen-
   antenna                     ted antenna

(c) 최종 모의실험과 실제 제작 안테나의 반사 손실 특성 비교
(c) Return loss for last simulation and measure.
그림 6. 제작된 안테나의 (a) 윗면과 (b) 아랫면, (c) 최종

모의실험과 실제 제작 안테나의 반사 손실 특성

Fig. 6. (a) Top view and (b) Bottom view of implemented  
antenna, (c) Return loss for last simulation and mea-
sure.

그림 7. 측정된 군지연 특성
Fig. 7. Measured group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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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5 GHz(x-z 평면)        (b) 3.5 GHz(x-y 평면)
(a) 3.5 GHz(x-z plane)        (b) 3.5 GHz(x-y plane)

(c) 5.8 GHz(x-z 평면)        (d) 5.8 GHz(x-z 평면)
(c) 5.8 GHz(x-z plane)        (d) 5.8 GHz(x-y plane)

(e) 9.5 GHz(x-z 평면)         (f) 9.5 GHz(x-y 평면)
(e) 9.5 GHz(x-z plane)         (f) 9.5 GHz(x-y plane)

그림 8. 제작된 안테나의 방사 패턴

Fig. 8. Measured radiation patterns for implemented ante-
nna.

대역의 위치와 저지 대역폭 조절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슬롯길이와 삽입위치는 각각 15.0 mm, 6.6 mm로 실험하
였다.
그림 5(c)로부터 슬롯의 삽입 위치는 삽입되는 슬롯의

밑부분이 아랫면의 급전 패치와 대비하여 미세하게 겹쳐

지도록설계되어야함을알 수있다. 슬롯 길이와 슬롯두
께는 각각 17.5 mm, 1.8 mm로 실험하였다. 슬롯의 길이가
15.0 mm일 경우, Hs의 조절에 따라 저지 대역이 5 GHz 
후반 또는 6 GHz 초반으로 변동된다.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안테나의 실물 사진

은 그림 6(a), (b)와 같으며, 그림 6(c)에 실제로 측정된 안

테나의 반사 손실 특성과 최종 모의실험 결과를 함께 나

타내었다. 안테나의 측정은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안테나 무반향실험실에서 Anritsu社의 37397C VNA를 통
해 측정되었다. 
그림 6(c)를 통하여 모의실험 값과 실제 측정 반사 손

실 값은 거의 일치하며, 제작된 안테나는 4.9～5.8 GHz의
저지 대역폭을 가지고, 3.1～10.6 GHz에서 —10 dB 이하
의반사 손실특성을가짐을알 수있다. 모의실험과실제
측정 값 사이의 오차는 RF60A 기판과 FR4 그라운드 기
판의 주파수에 따른 유전율 변화와 RF60A 기판의 두께
오차 고려에 따른 모의실험 오차이다. 
측정된 군지연 특성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저지대역

이외에서 1 ns 이내의 군지연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으
며, 5.8 GHz 부분의 저지 대역에서는 1 ns 이상의 군지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제작된 안테나의 방사 패턴은 그림 8에 나타내었으며, 

동작 대역의 방사 패턴은 모노폴 안테나의 방사 패턴과

유사하다. 저지 대역 주파수인 5.8 GHz에서 x-z평면 동작
주파수 대비 약 8 dB 감소되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접지 패치의 구조 변화를 통한 광대역

모노폴 안테나를 제안하였으며, 기존 안테나와 다르게 오
각형 접지 패치를 포함한 안테나의 제작과정 및 성능측

정을 통해 광대역화가 가능함을 보였다. 제작된 안테나는
삽입된 λ/2 슬롯의 영향으로 인한 4.9～5.8 GHz에서 갖
는 저지 대역 외의 3.1～10.6 GHz 대역에서 —10 dB 이하
의반사 손실특성을가진다. 군지연특성 측정 결과저지
대역 이외에서는 1 ns 이내의 값을 가지며, 방사 패턴 측
정 결과, 동작 주파수에서 모노폴 안테나의 방사 패턴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저지 대역인 5.8 GHz에서 안테나
이득은 x-z 평면 동작주파수 대비 약 8 dB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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