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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W-fed to CPS 전이 급전에 의한 이중 테이퍼드 발룬을 
포함한 평판형 Yagi-Uda 다이폴 안테나 설계 

A Planar Yagi-Uda Dipole Antenna with Dual Tapered Balun 
by CPW-fed to CPS 

이  진*․김 태 홍†  

(Hyeonjin Lee․Tea-Hong Kim)

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d a broadband planar Yagi-Uda dipole antenna with dual tapered balance and 

unblance (balun) by CPW-fed to CPS. This antenna consisted of driver, three directors, dual tapered balun and CPS-fed 

to CPS. The fed structure of CPW-fed to CPS had a benefit points much simpler than other planar Yagi-Uda antennas 

and provided design more flexibility in arranging the reflector. The proposed antenna is introduced dual tapered balun to 

improve the impedance matching. It balun is inserted between the CPW-ground and the CPS. The proposed antenna is 

exhibited the bandwidth of 4.78 GHz (1.94～6.72 GHz) (S11 < －10 dB) and the gain of 4.9～7.2 dBi within that 

bandwidth. This antenna will applicate wireles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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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한  발 으로 그 용 범

가 확장됨에 따라 무선 통신의 수요가 폭발 으로 증가 하

고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의 소형화에 의한 안테나의 소형 

경량화는 더욱 필요충분 인 사항이 되었다. 일반 인 무선

통신용 안테나는  방향성의 넓은 빔폭을 가지는 방사특성

을 보여야한다. 넓은 빔폭의  방향성 특성을 가지는 표

인 안테나로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가 있지만, 구

조의 특성상 역 구 이 어려운 문제 이 있다[1]. 

역의 방향성 안테나를 얻기 해 무지향성의 다이폴안테

나에 평면 반사 을 용해 방향성 다이폴안테나를 설계하

다. 다이폴안테나는 공진 에서의 임피던스가 정규화 값 

50 Ω과 정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보다 넓은 역폭을 가진다[2],[3]. 공진형 안테나는 

그 크기가 성능과 한 계를 가지기 때문에 소형화에 

한계를 가진다. 그리하여 소형화가 요구되는 안테나 설계를 

할 경우 안테나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방사특성이 하되는 

상반된 계를 확인하고, 이를 유념 해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면형 Yagi-Uda 안테나는 역폭이 넓고, 설계가 간

단하고 제작비가 렴한 장 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

고 있다. MS-CPS 이 구조를 사용한 quasi-Yagi 안테나

는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면형 Yagi-Uda 안테

나 구조이다[4]～[10]. 이 구조의 안테나는 평면형 Yagi-Uda 

안테나의 선로인 CPS 선로에 발룬을 설치하 고, 마이

크로스트립 선로에 신호를 여기하여 안테나가 동작하도록 

설계하 다. 두 번째  구조로는 CPW-CPS 이 구조를 

사용하여 하는 방법의 Yagi-Uda 안테나가 있다[11]. 이 

구조의 안테나는 발룬을 사용하지 않고 안테나의 CPW의 

선로를 사용하여 CPS 이 구조의 안테나에 비하여 보

다 간단한 구조를 가진다[12]. 세 번째  구조로는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하

는 Yagi-Uda 안테나가 있다[13]. 이 구조에서는 안테나의 

드라이 (driver) 소자로 사용되는 다이폴의 팔(arm)을 각각 

기  앞, 뒷면에 배치하여 설계하 다. 상기 구조를 가

지는 평면형 Yagi-Uda 안테나들은 역특성을 가지며, 

크기가 작아서 시스템의 소형화가 가능한 장 이 있으나, 

지면을 안테나의 반시기(reflector)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시

기의 최 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안테나의 복사특성

이 하되는 단 이 있다[14]. 한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되는 평면형 Yagi-Uda 안테나는 기  양면 모두를 에

칭(etching) 하므로 제작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  테이퍼드 발룬과 CPW-CPS 이  구조를 

이용 하 다. 이 구조의 안테나는 기 에 지면이 필요 없

기 때문에 기존의 이구조를 사용하여 설계한 안테나들에 

비하여 반사기의 설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PW 와 CPS 선로의 정합을 하여 이  

테이퍼 발룬을 제안하여 두 비 칭 선로 에서 나타나는 부

정합을 정합하고자 하 다. 한 안테나의 공진 특성에서 

기본공진 즉 제일 공진에서 정규화 값인 50 Ω의 임피던스를 

얻고자 하 다. 일반 으로 동작 장에 비하여 월등이 방

사체가 작은 소형 안테나에서는 제 이, 제 삼 공진에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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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의 구조

Fig. 1 Geometry of proposed antenna

그림 2 안테나 드라이 의 길이(DL-1) 변화에 따른 반사계수

Fig. 2 Return loss of proposed antenna against variation 

length of driver

화 값의 임피던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 이다. 한 기

에 지 면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반사기의 다시 설계

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 의 테이퍼드 발룬이 반사기

의 역활을 하여 효과 인 자기 의 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2. 소형 안테나 특성 

동작 주 수에서 길이가 장보다 작은 안테나를 기  

소형 안테나(electrically small antenna)라 한다. 장에 비

하여 짧은 정도는 용 상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일반 으

로 1/10 이하 길이를 말한다. 소형 다이폴 안테나에서 기

인 크기와 물리 인 크기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주 에

서 동작하는 안테나는 물리 으로는 크지만 기 으로는 

작다. 기 인 소형 안테나는 효율이 낮은 편이나 수신시

스템에서는 체 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물리 인 소

형 안테나는 크기, 무게, 비용 그리고 휴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일반 인 기  소형 안테나는 앙에 

 을 갖은 도선으로 된 단형 다이폴이다. 단형 다이폴

의 류분포는 근사 으로 정 형 이며 다이폴 팔의 양 

종단의 류 값이 0이 되고 가운데에서 최 가 되는 삼각형 

형태를 하고 있다. 단형다이폴의 팔의 길이는 한 장보다 

매우 짧으므로 정  류 일부만이 팔에 나타나며 그 형

태는 거의 선형이다. 입력 류는 시간에 따라서 정 으로 

변하므로 다이폴의 류와 하 분포도 동일하게 변한다. 이

와 같은 하의 축 은 다이폴 주변 공간에 변  류 도 

를 유도하고 이어서 변 류는 원에서 외부로 

하는 자 를 발생시키게 된다. 도  류가 회로의 집 회

로 소자 사이를 결합시켜 주는 것처럼 변 류는 공간에서 

송신 안테나를 수신 안테나와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단

형다이폴의 입력 임피던스는 용량성이다. 안테나의 종단에서 

 까지의 거리가 보다 짧을 때는 입력 임피던스가 

용량성이 된다. 이것은 송선로 이론에 의하여 종단에서의 

거리 인 곳의 임피던스는  cot가 되기 때문이다. 단

형다이폴안테나의 리액턴스 근사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ln
                    (1)

(여기서, 는 입력 임피던스, 는 다이폴의 길이, 는 

도선의 반지름 이다.) 단형 다이폴의 체 임피던스는 

  이다 (  방사 항,  손실 항을 나타

낸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구조 이다. 이는 여

기 신호가 CPW 선로에 여기 되어서 CPS선로 이되는 

CPW to CPS  구조이다.

3. 안테나 구조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  테이퍼드 발룬이 CPW 지면

과 CPS 선로의 이되는 곳에 치하여서 불균형 선로에서 

균형 선로로 이되는 과정의 임피던스 부정합을 최소화 하

고자 하 다. 드라이 의 길이 D, D_1, D_2, D_3의 지향기 

 테이퍼드 발룬의 놀이 Tap_L등으로 설계된 안테나 구조

이다. 그림 2는 안테나 드라이 의 길이를 변화하여 주 수 

역을 최 화 하 다. 오늘날 안테나의 소형화에 따라 안

테나 동작 주 수에 비하여 매우 짧은 장의 다이폴안테나

를 설계하여야 하는 까닭에 소형 안테나에서 드라이  장 

길이 변화는 안테나 특성에 매우 민감한 변화 특성을 나타

낸다. 본 논문에서는 드라이  길이를 12에서부터 18 mm까

지 2 mm의 간격으로 변화를 주어 최 을 찾고자 하 다. 

여기서 18 mm 일 때 최  값을 얻었으며 이는 진공 의 동

작 장의 0.26 의 길이 이다. 즉, 이는   다이폴 안테

나의 장의 길이에 근 하고 있어서   장 다이폴 안

테나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제안된 안테나

의 다이폴 팔의 폭을 변화시켰을 때의 반사계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은 팔 (arm)의 폭이 증가 할 때 이차 공

진에서의 주 수가 낮은 쪽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선로와 다이폴의 팔 사이에서 정합정도에 

따라서 임피던스 주 수가 변화하는 상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이폴 팔의 폭은 3.3에서 4.2 mm까지 0.3 mm 간격

으로 변화를 주었다. 폭이 3.3 mm 일 때 가장 역의 공

진주 수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CPS 선로의 폭은 3.9 

mm로 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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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된 안테나의  선로(Fw)의 폭 변화에 따른 

반사계수

Fig. 5 Return loss of proposed antenna against variation 

width of Fw 

그림 6 테이퍼 발륜이 있는 때와 없을 경우의 임피던스를 

비교 

Fig. 6 Compare tapered balun to without tapered balun of 

impedance 

그림 7 테이퍼 발륜이 있는 때와 없을 경우의 반사계수를 

비교

Fig. 7 Compare width return loss taper balun and without 

taper balun 

그림 3 안테나 드라이 의 폭 변화에 따른 반사계수

Fig. 3 Return loss of proposed antenna against variation 

width of driver  

그림 4 제안된 안테나의 테이퍼 발룬의 높이 변화에 따른 

반사계수

Fig. 4 Return loss of proposed antenna against variation 

height of taper 

그림 4는 제안된 안테나의 테이퍼 발룬의 높이 변화에 따

른 반사계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는 발룬의 높이를 

조 하여 선로인 CPW 선로와 다이폴에 신호를 송하

는 CPS 선로간의 불균형 선로 (CPW) 간에 임피던스 정합

을 하여 제안한 이  테이퍼드 발룬으로 12.5에서 15.5 

mm까지 1 mm 간격으로 높이를 변화하여 최 의 임피던스 

정합을 찾고자 하 다. 여기서 높이가 13.5 mm일 때 가장 

최 의 공진주 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5는 제안된 안

테나의  선로의 폭 변화에 따른 반사계수를 나타냈으며 

드리이  선로와 정합을 하여 CPS 선로의 폭을 최 화 

하 다. 선로의 폭 (Fw)를 3.6 에서  4.5 mm까지 1 mm 의 

간격으로 변화 시켰을 때 반사계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여

기서 3.9 mm일 때 최 의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6과 

7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CPW to CPS 선로의 불균형 

 선로의 임피던스의 정합을 하여 테이퍼드 발룬을 제안

한 경우와 일반 인 발룬이 없은 평면형 Yagi-Uda 안테나

의 임피던스와 반사 계수를 비교한 그림으로 테이퍼드 발룬

이 없는 일반 안테나의 경우의 기본공진에서 임피던스는 

300 Ω의 값을 나타내고 제안한 테이퍼가 있는 안테나의 경

우는 정규화 임피던스 50 Ω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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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안한 안테나의 측정  시뮬 이션 반사계수

Fig. 9 Measured and simulated return loss of proposed 

antenna

수 있다. 그림 7의 반사계수의 -10 dB을 기 으로 할 때 낮

은 주 수 역에서 기본공진이 일반 소형 안테나의 경우 

매우 미약 공진특성 ( 선), 제안한 안테나는 충분한 역

의 공진 (실선)을 보여주고 있다.  

(a) 2.44 GHz 

(b) 5.1 GHz

그림 8 제안한 안테나의 2.44 와 5.1 GHz 에서의 방사 패턴

Fig. 8 Radiation pattern of proposed antenna at 2.44 and 

5.1 GHz

그림 8은 설계된 안테나의 시뮬 이션 방사 패턴 이다. 

2.44 GHz의 주 수 역에서의 방사 패턴은 모노폴 안테나

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5.1 GHz에서는 제 이(2nd) 공진

에 의한 방사 패턴으로 다이폴 안테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제안한 안테나의 측정  시뮬

이션 반사계수로서 측정값과 시뮬 이션 값이 1.94～6.72 

GHz의 역에서 매우 근사한 결과를 보 으며, 제안한 안테

나는  역의  주 수 역을 얻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PW to CPS 선로의 구조에 이  테

이퍼 발룬을 제안하여 역 동작주 수 역을 얻었다. 

제안한 안테나는 기존의 CPW to CPS 구조에 이  테이퍼 

발룬을 구성한 평면형 다이폴 안테나를 설계하여 제일(1st) 

공진에서 정규의 임피던스를 값을 갖은 것을 확인 하 고 

이는 높은 안테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제안한 이  테이

퍼 발룬을 포함한 평면형 다이폴 안테나는 －10 dB 반사손

실을 기 으로 4.78 GHz (1.94～6.72 GHz)의 주 수 역폭

을 얻었고, 2.44 GHz에서 4.8 dBi, 5.1 GHz에서 7.2 dBi 이

득의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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