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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n antenna has been proposed for the operation of mobile devices such as Zigbee. The presented 

rectenna operates at ISM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band of 2.45 GHz and consists of 2×2 array patch antenna 

and Villard voltage double rectifier circuit for high conversion efficiency. 2×2 array patch antenna is fabricated in FR4 

substrate having thickness of 1.6mm and dielectric constant of 4.7. The proposed 2×2 array patch antenna resonates 

at 2.56GHz with return loss of 38.36dB, VSWR of 1.0244, and its impedance is matched to 50Ω. The fabricated rectenna 

has maximum conversion efficiency of 59.8% at an input power lever of 15dBm and load resistance of 50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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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진보된 기술을 통해 휴 형 디바이스는 보다 스

마트하게 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휴 형 디바이

스에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력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사용

자들은 배터리로 동작하는 디바이스를 자주 충

하게 되고, 디바이스를 재충 할 수 있는 보다 편

리하고 효율 인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논의

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  개발자들에 의해 이

에 한 처방안으로써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

어져 왔으며, 본 논문에서는 무선 력 송 시스템

의 테나(rectenna)에 하여 연구하 다[1]. 

테나란 정류기(rectifier)와 안테나(antenna)의 

합성어로서 수신된 마이크로 를 DC로 변환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테나의 RF-to-DC 변환효율

은 체 시스템의 효율 개선에 가장 큰 향을 미

친다. 이러한 테나는 재까지 다양하게 연구되

어지고 있으며, 다이오드에 20dBm 이상의 큰 입

력 력이 있을 때, 최  70∼80%의 변환효율을 

얻을 수 있다[8, 9]. 그러나 이를 해 높은 력을 

무분별하게 방사할 경우 다른 기기의 장애  인

체에 해로운 향을 끼칠 수 있어 국가별로 력 

벨에 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자기 에 의

한 인체의 향을 고려하여 허용 력 도에 

한 제한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역의 무선기기는 최  1W 

이내로 방사 력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ANSI/IEEE 

C95.1-1992에 의하면 ISM 역인 2.45GHz 주

수에서 인체 노출 허용 력 도의 한계는 2mW/ 

㎠로 되어 있다[5].

본 논문에서는 ISM 역의 2.45GHz 주 수에

서 동작하는 안테나를 제안하기 하여 안테나  

정류회로의 특성을 시뮬 이션을 통하여 분석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테나의 특성을 분

석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 2장과 제 3장에서는 HFSS(High Frequency 

Structure Simulation)와 Designer 회로해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안테나  정류회로를 설계하

고, 이를 시뮬 이션을 통해 검증하 다. 제 4장

은 시뮬 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 로 실제 

테나를 제작  측정하 고, 제 5장에서 연구결

과에 한 결론을 도출하 다.

2. 안테나  정류회로 설계

2.1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설계

테나에 사용된 안테나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로서 단일 패치 안테나에 패치의 수가 증가

할수록 높은 이득 특성을 갖도록 유도하 다[11]. 

단일 패치 안테나는 inset-fed 구조를 갖는 안

테나로서 패치와 선이 연결되는 부분에 두 개

의 슬롯을 통하여 임피던스를 정합하 다. 설계된 

단일 패치 안테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단일 패치 안테나 구조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를 설계하기 해서

는 몇 가지의 설계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안테

나 기 의 유 율( )과 기 의 높이() 그리고 안

테나가 동작하는 동작주 수( ) 등이 있다.

특히, 패치 안테나의 폭 는 효율 인 방사를 결

정하는 변수로서 식 (1)과 같다[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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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안테나 길이 은 패치 안테나의 동작주

수를 결정하는 변수로서 식 (2)와 같다.

  


    (2)

실효 유 율()과 은 식 (3),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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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열 패치 안테나 설계

배열 안테나에서는 력을 효율 으로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요한 설계 요소  하

나이며,  구조는 력 분배기와 임피던스 정합

회로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출력 포

트로 동일한 력을 분배하는 T-junction 력 분

배기를 사용하 고, 입력과 출력에 동일한 임피던

스 특성을 갖기 해   변환기(transformer)를 

T-junction 력 분배기에 삽입하 다.

[그림 2]는 입력단의 포트 1로부터 출력단의 포

트 2와 포트 3으로 동일한 력으로 분배하는 T- 

junction 력 분배기와   변환기가 결합된 

 구조이다. 각 포트는 50Ω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 (5)에 의하여   변

환기의 임피던스는 35.35Ω에 해당한다[2].

   (5)

제안한 안테나는 단일 패치 안테나에 T-junc-

tion 력 분배기를 사용하여 1×2 배열 패치 안테

나와 2×2 배열 패치 안테나를 설계하 다.

배열 패치 안테나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2] T-junction 력 분배기

(a) 1×2 배열 패치 안테나

(b) 2×2 배열 패치 안테나

[그림 3] 배열 패치 안테나 구조(단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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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류회로 설계

테나의 정류회로는 RF-to-DC 변환효율을 결

정하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정류기는 다이오드

의 한쪽 방향으로만 류를 통과시키는 성질을 이

용한 것으로서 주기 으로 양과 음의 두 방향으로 

변환하는 교류 압을 직류 압으로 변환시키는 장

치이다. 정류회로에 사용되는 다이오드는 테나

의 변환효율을 높이기 해서 높은 동작 주 수와 

낮은 문턱 압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

기 하여 Avago사의 쇼트키 다이오드인 HSMS- 

8202를 사용하 다.

다이오드의 낮은 문턱 압과 낮은 력에서의 

동작을 확인하기 하여 Ansys사의 Designer 회로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여 설계하 다[6]. Designer 

회로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여 설계된 Villard 

압 체배기 정류회로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Villard 압 체배기 정류회로 설계

3. 시뮬 이션 결과

3.1 안테나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나의 안테나 동작주 수

는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역의 

2.45GHz이다. 2.45GHz 역의 주 수는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Bluetooth,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의 무선 통

신 시스템  무선 어 리 이션에 리 사용되고 

있다.

제안한 안테나는 고주  해석 시뮬 이션 

로그램인 Ansys 사의 HFSS(Ver. 12)를 이용하

여 시뮬 이션을 하 다. 안테나는 유 율 4.7, 두께 

1.6mm의 FR4 epoxy 기 을 사용하여 설계하

으며 상단에는 패치 안테나, 하단에는 그라운드가 

치한다. 

설계된 안테나의 크기는 <표 1>과 같다.

안테나      

단일 패치 
안테나

35.75 27.8 2.8 28 0.85 9

1×2 배열 
패치 안테나

35.75 27.6 2.87 19.36 0.815 9

2×2 배열
패치 안테나

35.75 27.8 2.87 18.36 0.815 9

<표 1> 제안한 안테나 상세 크기 

(단  : mm)

자  신호를 송할 때 송계에 임피던스 부

정합 이 있으면 이 에서 력의 반사가 일어나 

입사 력의 일부가 반사 력이 되는데, 이 때 입

사 력과 반사 력의 비를 반사손실(return loss. 

S11)이라고 하며 식 (6)과 같다.

    [dB]      (6)

제안한 안테나의 반사손실 시뮬 이션 결과는 [그

림 5]와 같다.

[그림 5]의 결과, 제안한 안테나 구조에 한 반사

손실 측 값은 단일 패치 안테나는 2.44GHz 역에

서 -38.11 dB, 1×2 배열 패치 안테나는 2.45GHz 

역에서 -32.52dB, 2×2 배열 패치 안테나는 2.45GHz 

역에서 -50.08dB이다. 공진 주 수가 낮아질수록 

송신시 안테나의 손실이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피던스 정합은 입력 원측의 력이 출력단

에 달될 때 반사손실 없이 최 의 력이 달

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제안한 안테나의 임피던스 

정합 시뮬 이션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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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일 패치 안테나 반사손실

(b) 1×2 배열 패치 안테나 반사손실

(c) 2×2 배열 패치 안테나 반사손실

[그림 5] 제안한 안테나 반사손실 측 값

(a) 단일 패치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

(b) 1×2 배열 패치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

(c) 2×2 배열 패치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

[그림 6] 제안한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 측 값

[그림 6]의 결과, 제안한 안테나 구조에 한 임

피던스 정합 측 값은 단일 패치 안테나는 51Ω, 

1×2 배열 패치 안테나는 50.88Ω, 2×2 배열 패치 

안테나는 49.72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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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의 정재 비(VSWR : voltage standing 

wave ratio)는 신호를 송할 때 송선로 상에 

생기는 정재 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재  

최 값과 최소값의 비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보

통 1∼∞의 범 의 값이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정합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정재 비 시뮬 이

션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a) 단일 패치 안테나 정재 비

(b) 1×2 배열 패치 안테나 정재 비

(c) 2×2 배열 패치 안테나 정재 비

[그림 7] 제안한 안테나 정재 비 측 값

[그림 7]의 결과, 제안한 안테나 구조에 한 정

재 비 측 값은 단일 패치 안테나는 1.0252, 1×2 

배열 패치 안테나는 1.0485, 2×2 배열 패치 안테나

는 1.0063이다.

안테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  하나는 안테

나가 어느 특정 방향으로 를 얼마나 많이 집

해 방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안테나의 이러

한 특성을 지향성(directivity)이라 하며, 안테나의 

효율이 100%라면 지향성은 곧 력이득과 같다. 

제안한 안테나의 E평면상 90˚, 180˚에서의 방사

패턴 시뮬 이션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a) 단일 패치 안테나 E 평면 90˚, 180˚ 방사패턴

   

(b) 1×2 배열 패치 안테나 E 평면 90˚, 180˚ 방사패턴

   

(c) 2×2 배열 패치 안테나 E 평면 90˚, 180˚ 방사패턴

[그림 8] 제안한 안테나 방사패턴 측 값

[그림 8]의 결과, 제안한 안테나 구조에 한 방사

패턴 측 값은 단일 패치 안테나는 3.51dBi, 1×2 

배열 패치 안테나는 5.72dBi, 2×2 배열 패치 안테나

는 7.14dBi의 이득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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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나 제작  측정

4.1 안테나 제작  측정

제작한 안테나는 유 율 4.7, 유 체 높이 1.6 

mm, 손실 탄젠트 0.019인 FR4 epoxy 기 을 사

용하 으며, 에칭공정으로 제작한 안테나는 [그림 

9]와 같다.

(a) 단일 패치 안테나

(b) 1×2 배열 패치 안테나

(c) 2×2 배열 패치 안테나

[그림 9] 에칭공정을 통한 안테나 제작

제작한 안테나는 Agilent사의 네트워크 분석기

(N5230A)를 통하여 안테나 반사손실  임피던스 

정합, 정재 비 등을 측정하 다.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반사손실 실측 값은 

[그림 10]과 같다. 

(a) 단일 패치 안테나 반사손실

(b) 1×2 배열 패치 안테나 반사손실

(c) 2×2 배열 패치 안테나 반사손실

[그림 10] 제작한 안테나 반사손실 실측 값

[그림 10]의 결과, 제작한 안테나 반사손실 실

측 값은 단일 패치 안테나는 2.46GHz 역에서 

-26.12dB, 1×2 배열 패치 안테나는 2.46GHz 역

에서 -29.51dB, 2×2 배열 패치 안테나는 2.56GHz 

역에서 -38.36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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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임피던스 정합 실측  

값은 [그림 11]과 같다.

(a) 단일 패치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

(b) 1×2 배열 패치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

(c) 2×2 배열 패치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

[그림 11] 제작한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 실측 값

[그림 11]의 결과, 제작한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 

실측 값은 단일 패치 안테나는 2.46GHz 역에서 

49Ω, 1×2 배열 패치 안테나는 2.46GHz 역에서 

48Ω, 2×2 배열 패치 안테나는 2.56GHz 역에서 

50Ω이다.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정재 비 실측 값은 

[그림 12]와 같다.

(a) 단일 패치 안테나 정재 비

(b) 1×2 배열 패치 안테나 정재 비

(c) 2×2 배열 패치 안테나 정재 비

[그림 12] 제작한 안테나 정재 비 실측 값

[그림 12]의 결과, 제작한 안테나 정재 비 실측 

값은 단일 패치 안테나는 2.46GHz 역에서 1.1040, 

1×2 배열 패치 안테나는 2.46GHz 역에서 1.0671, 

2×2 배열 패치 안테나는 2.56GHz 역에서 1.024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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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안테나 실측 값을 비교한 결과 안테나 

측 값과 실측 값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에

칭 공정으로 제작하는 과정간의 손실로 생각된다. 

그러나 2×2 배열 패치 안테나의 경우 측 값에 

비해 실측 값의 결과는 반 으로 낮지만, 다른 

안테나에 비해 특성이 우수하여 테나의 최종 안

테나로 선정하 다.

4.2 테나 제작  측정

2×2 배열 패치 안테나에 Villard 압 체배기 

정류회로를 용하여 실제 제작한 테나는 [그림 

13]과 같다. 

부하 항은 100Ω∼800Ω까지 가변하며 출력

압  변환효율을 측정하 다.

[그림 13] 에칭공정을 통한 테나 제작

[그림 14]는 테나 출력 압  변환효율을 측

정하기 한 구성도이다. 송신 안테나를 통해 방

사된 마이크로 는 수신 테나로 입사되며, 입사

된 마이크로 는 정류기를 통해 직류로 변환된다.

[그림 14] 테나 측정 구성도

출력 압  변환효율을 측정하기 해 송신측

에는 상용화된 패치 안테나(10dBi)와 Agilent사의 

RF 신호발생기(N9310A)를 사용화 으며, 수신측

에는 압 측정기를 통해 출력 압을 측정하 다. 

송신안테나와 테나의 거리는 20㎝, RF 신호발

생기는 0dBm∼20dBm까지 5dBm 단 로 가변하

여 측정하 다. 테나의 출력 압 실측 값은 [그

림 15]와 같다.

(a) 출력 압(부하 항 100Ω∼400Ω)

(b) 출력 압(부하 항 500Ω∼800Ω)

[그림 15] 테나 출력 압 실측 값

[그림 15]의 결과, 입력 력 20dBm(100mW)에

서 부하 항 600Ω일 때 1.95V의 최  출력 압

을 보 다.

테나의 변환효율은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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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참고문헌[10] 참고문헌[12] 참고문헌[4] 참고문헌[3] 본 연구

타입 ring slot circular slot rec. patch fractal patch array patch

 송신단 증폭기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안함

입력 력 도[mW/㎝2] 10.0 16.5 0.3 3.5 0.54

송수신 거리[㎝] - 30 115 100 30

변환효율[%] 65.0 78.0 41.6 54.7 59.8

안테나 이득[dBi] 3.6 3.36 3.09 6.1 7.14

<표 2> 기존 테나들과의 비교

(a) 변환효율(부하 항 100Ω∼400Ω)

(b) 변환효율(부하 항 500Ω∼800Ω)

[그림 16] 테나 변환효율 실측 값




×  (7)

여기서, PDC는 수신된 마이크로 로 부터 변환

된 DC 력으로서 테나 부하 항(RL)에 걸리는 

DC 압(VDC)을 측정 후 수식 VDC
2/RL로 계산하

여 구할 수 있다. 그리고 PRF는 테나의 수신

력이다.

수신 력(PRF)은 식 (8)과 같다. 

 


    (8)

여기서, Pt는 송신안테나의 입력 력, Gr은 수

신안테나 이득, Gt은 송신안테나 이득이다.

테나 실험을 통해 측정된 출력 압은 식 (7), 

식 (8)을 이용하여 산출된 RF-to-DC 변환효율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의 결과, 입력 력 15dBm(31.62mW)

에서 부하 항 500Ω일 때 59.81%의 최  변환효

율을 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나와 기존에 발표된 

테나들의 비교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 테나 측정 구성  안테나의 

형태가 서로 달라 변환효율의 직 인 비교는 어

려우나,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은 력 도 환경 

속에 안테나 이득 비 본 논문의 테나 변환효

율 59.8%는 비교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마이크로 를 활용

하여 Zigbee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구동을 한 

방법으로서 ISM 역의 2.45GHz 역에서 동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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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테나를 설계  제안하 다. 이를 해 본 논

문에서는 단일 패치 안테나에 T-junction 력 

분배기를 사용하여 1×2 배열 패치 안테나와 2×2 

배열 패치 안테나를 통해 높은 안테나 이득의 특

성을 유도하 다.

제안한 테나의 정류회로는 문턱 압이 낮고 

고주  역에서 고속의 스 칭이 가능한 zero 

bias 쇼트키 다이오드를 사용하 으며, 20dBm 

이하의 력 도 환경에서 동작하는 Villard 

압 체배기 정류회로를 설계하여 변환효율을 

분석하 다. 

제작한 2×2 배열 패치 안테나와 Villard 압 체

배기 정류회로로 구성한 테나의 최  변환효율은 

입력 력 15dBm, 부하 항 500Ω일 때 59.81%의 

변환효율을 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나는 기에서 산재되

어 있는 ISM 역 마이크로 를 정류회로를 통하

여 DC 력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기 에 지 활

용의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높은 이득의 소

형  경량화 안테나를 제작하여 Zigbee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변환효율이 높은 

테나를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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