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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첨단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
한 고속 데이터 송수신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중 
대역 및 광대역 무선통신 시스템의 요구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 역시 다중대역 및 광
대역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무선 단말
기에 장착이 용이 하도록 소형화, 경량화 되고 있
다. 안테나를 소형화 및 경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안테나는 평면 안테나이다[1].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는 PCB 기판상에 에칭
기법에 의해 원하는 형상을 비교적 용이하게 제
작할 수 있어서 금속 재질의 안테나에 비해 소형, 

경량이고 대량생산이 용이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2-3]. 또한, 안테나는 가볍고 저자세를 

갖는 모양 및 저비용, 단순성 및 신뢰성이라는 추
가적인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맞추기 위해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형태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형화, 구현의 용이성 및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는 
본질적으로 협대역으로 대역폭을 향상시키기 위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예를 들면, 기생패
치 추가, 다층 구조 채택, 반응성 로딩 (loading)

으로 단락 포스트 (shorting post) 추가와 같은 다
양한 기법들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밴드 
폭 향상은 모든 효율성 이상의 비용 및 구조적 
복잡성이 높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을 얻기 위하여 다이폴의 
각 암(arm)의 구조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였고, 

각 암(arm)을 기판 각 면에 각각 배치하고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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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동작하는 3.5 GHz 대역(WiMAX)의 광대역 양면 다이폴 안테나에 대해 연구하였다 . 다
이폴은 유전체 기판의 양면에 인쇄함으로써 쉽게 구현될 수 있고 능동회로와의 접속에 적합하다. 광
대역 특성을 얻기 위해 다이폴 안테나의 모양은 두꺼운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였다. 50 Ω 마이크로스
트립 급전 선로에 정합 되도록 배열 급전회로와 밸런을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3.4~3.7 GHz 

대역의 안테나를 설계하고 반사손실, 이득, 방사패턴 등의 안테나 특성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
과 3.5GHz 대역의 최대이득은 5.5 dBi이고 VSWR이 2 미만인 대역폭은 약 1GHz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a wideband double-sided dipole antenna operating at 3.5 GHz (WiMAX) band. 

The each printed dipoles are placed on the both sides of the substrate. It can be easily implemented and is 

suitable for connection with an active circuit. In order to obtain wideband printed dipole characteristics, thick 

rectangular shaped dipole is adopted. Feeding Circuit for dipole array and balun were designed for impedance 

matching with a 50 Ω microstrip feed line. The antenna is designed by simulation for an operation in the 

frequency range of 3.4~3.7 GHz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aximum gain in the 3.5 GHz band is 5.5 

dBi and the bandwidth with VSWR less than 2 is about 1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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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급전선을 이용하여 급전 및 정합을 이루
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II. 본  론

1. 안테나 구조

그림 1은 제안된 다이폴 배열 안테나 구조이
다. 기판 양면에 다이폴의 각 암(arm)이 인쇄되
고, 각 다이폴은 평형 스트립 선로로 급전된다. 2

개의 다이폴을 마이크로 스트립 급전선로와 정합 
시키기 위해 임피던스 변환기를 포함하는 광대역 
밸런을 구성하였다. 광대역 특성을 갖도록 다이폴
은 직사각형으로 하였다.

다이폴 안테나의 폭을 증가하면 종단 효과로 
인하여 안테나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즉 안테나를 짧게 만드는 효과를 가
져 올수 있다. 또한, 폭이 넓어짐으로써 입력 저
항이 낮아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다이폴의 각 암을 직사각형 모양을 
갖도록 한다면 대역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꺼운 다이폴 안테나가 얇은 다이폴 안
테나보다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지는 이유이다.

그림 1. 제안된 안테나 구조.

2. 특성 시뮬레이션 및 결과

안테나의 특성을 상용 전자기문제 해석툴인 
CST社의 Microwave Studio를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하였으며,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3.4~3.7 

GHz 대역에 적합한 파라미터 값들을 얻을 수 있
었다. 목표 주파수 대역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안
테나의 주파수 대역은 3.03－4.18 GHz로서 광대
역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상용서비스 대
역인 WiMAX(미국,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 차
세대 이동통신 5G 등을 포함하는 양호한 특성이
다.

그림 2. 반사계수.

그림 3. 안테나 복사패턴.

안테나의 복사특성은 그림 3과 같이 안테나 면
에 수직한 방향으로 최대복사가 관찰되며 최대 
이득은 5 dBi 이상인 양호한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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