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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통신 서
비스와 많은 정보들을 교환해야하는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
러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또한 광대역인 무선
통신 시스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술 추세에 맞추어 
최근 안테나 설계 기술 분야에서도 광대역 안테
나 또는 다중대역 안테나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동 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안테나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이 점차 소형화, 경량화 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스
트립 패치 안테나는 적은 부피, 경량 그리고 박형
의 특성으로 인해 널리 응용되고 있다[1].

주파수 대역폭이 좁고, 효율이 낮으며, 편파 특

성의 저하로 빔 폭이 넓은 등의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으로, 기판의 두께를 크게 하거나 유전율이 상대
적으로 낮은 기판을 사용하거나 반사판을 배치하
는 방법 등이 있다. 대역폭을 넓히는 방법으로는 
기생 소자를 적층하거나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거나 패치 내에 슬롯을 형
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1-2].

단일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대역폭이 
좁고 효율이 낮은 단점을 갖고 있어서 광대역 통
신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이다. 주파수 대역폭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동일한 유전체 기
판 위에 공진주파수가 다른 패치를 여러 개를 수
평 혹은 수직으로 배열하여 다중 공진구조를 구
성하는 것이다[3-4]. 수평방향으로 배열하면 주파
수 대역폭과 이득이 동시에 개선되는 장점이 있

1.6 GHz대역 위성항법 시스템용 원형 패치 안테나 설계

강녕학*․이승엽*․여준호**․이종익***․김건균*

*전남대학교, **대구대학교, ***동서대학교

Design of Circular Patch Antenna for 1.6G Hz band Satellite Navigation System

NyoungHak Kang*․Seung-Yeop Rhee*․Junho Yeo**․Jong-Ig Lee***․GunKyun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aegu University, ***Dongseo University

E-mail : nyunghak@nate.co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1.5 GHz~1.7 GHz대역에서 동작하는 원형편파 패치 안테나 설계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광대역 특성과 고 이득을 갖기 위해 패치가 인쇄된 얇은 유전체 기판과 접지판 사이는 
공기층을 정하였다. 임피던스 대역폭을 개선하기 위하여 패치의 크기, 패치와 접지판 간 거리, 패치 
내부 슬롯의 길이, 급전 위치, 정합 스터브의 길이 등을 조정하였다. 1.5 GHz~1.7 GHz 대역에서 동작
하는 안테나를 설계하고 특성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반사손실, 이득, 축비, 방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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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단점이 있다[3-4]. 

수직방향으로 쌓는 적층형 패치 안테나는 비교적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대역폭과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상용 안테나 설계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1.6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슬
롯과 외부 스터브를 갖는 광대역 마이크로스트립 
원형패치 안테나 설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원형의 
주 패치 안테나는 동축급전 방식으로 연결되었고 
주 패치와 접지판이 각각 하나에 PCB 로 구성되
었으며 PCB 기판 사이에 에어갭을 두었으며 주 
패치에는 두 개의 슬롯을 배치하고, 원형패치 바
깥쪽에는 부채모양의 외부 스터브를 통해 광대역
의 임피던스 정합 특성을 구현한 안테나다.

II. 본  론

1. 안테나 구조 및 설계과정

그림 1은 제안된 안테나 구조이다. 그림 1의 
이중급전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해 먼저 주파수 
대역의 중심 주파수(1.6 GHz)에서 공진되도록 패
치의 폭과 길이를 결정하였다. 위치정보를 수신하
기 위한 GPS/GLONASS 수신용 우회전 원형편파
(RHCP: Right Hand Circular Polarization) 안테
나를 설계하기 위해 원형의 패치를 사용하였고 
패치에 대각선으로 대칭한 슬롯을 갖게 하였다. 

안테나의 광대역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 주 패치 
옆에 부채모양의 스터브를 사용하였다. 안테나의 
크기는 지름이 130 mm, 높이가 14 mm이고 주 
패치는 1.6 mm, 접지판은 0.6 mm의 두께의 FR4 

기판(비유전율 = 4.4, 손실탄젠트 = 0.025)에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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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GHz 대
역에 적합한 파라미터 값들을 얻을 수 있었다. 목
표 주파수 대역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안테나의 주
파수 대역은 1.5~1.7 GHz로서 광대역 특성을 보이
고 있으며, 다양한 상용서비스 대역인 GPS 시스템 

L1 (1.563~1.587 GHz), GLONASS L1 (1.593~1.609 

GHz), Beiodu B1(1.559~1.563 GHz), Galileo 

E1(1.558~1.592 GHz) 서비스 대역인 1.563~1.609 

GHz 등을 포함하는 양호한 특성이다.

그림 2. 반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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