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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DTV용 광대역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에 대한 설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안된 루프 안테나

는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와 중앙 급전점을 연결하는 원형 섹터가 결합된 형태이다. 안테나의 크기를 소형화하기 위

해 원형 루프 대신에 사각형 루프를 사용하였다. DTV응용을 위해 75옴 포트 임피던스와 정합하도록 입력 반사계수

와 이득 특성을 분석하였다. 원형 섹터 사이의 간격과 정사각형 루프의 길이 변화에 따른 입력 반사계수와 이득 특성

을 분석하여 최적의 설계 변수를 도출하였다. 최적화된 안테나를 FR4 기판에 제작하고 특성을 실험한 결과, 전압 정

재파비(VSWR; voltage standing wave) < 2인 대역이 468—1,268 MHz으로 DTV 대역(470—806 MHz)에서 동작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design method for a wideband square loop antenna for Digital TV applications is studied. The 
proposed loop antenna is a square loop antenna combined with circular sectors to connect with central feed points. The 
square loop is used instead of the circular loop in order to miniaturize the antenna size. The input reflection coefficient 
and gain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antenna are analyzed to match with the 75 ohm port impedance for DTV 
applications. The effects of the gap between the circular sectors and the length of the square loop on the input reflection 
coefficient and gain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to obtain the optimal design parameters. The optimized antenna is 
fabricated on an FR4 substrate, and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it operates in the frequency band of 470—1,300 
MHz for a VSWR < 2, which assures the operation in the DTV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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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상파 디지털 TV(DTV) 방송은 별도의 유료 가입 

없이 누구나 고화질의 방송을 무료로 수신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이다. 지상파 DTV용 주파수 대

역은 UHF 대역(470—806 MHz)으로서 주파수 범위가 

비교적 넓고 편파는 대지면에 대해 수평편파이다. 별도

의 증폭기 없이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 DTV용 안

테나는 광대역이면서 수평면에서 적절한 이득을 유지

하여야 한다[1]. 

DTV용 안테나에 대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이 휴대

폰, 노트북 컴퓨터, PMP 등 이동이 가능한 휴대기기용 

안테나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2, 3]. 휴대기기용 안

테나에 대한 연구들에서 급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50

옴을 사용하였다. 한편,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DTV를 시청할 경우 실내에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실내 DTV의 포트 임피던스는 방송용 동축케이블

의 특성 임피던스와 동일한 75옴이므로, DTV용 안테나

는 75옴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4]. 

실내 DTV용 안테나로는 준-야기 안테나, 대수주기 

다이폴 배열 안테나, 다이폴 안테나 등이 연구되었다 

[4-6]. 반-보우타이 모양 도파기와 접지 반사기, 그리고 

패치모양 도파기로 구성된 소형 광대역 준-야기 안테나

는 450—848 MHz 대역에서 3.5—4.6 dBi의 이득을 가

진다[4]. 상용 대수 주기 다이폴 배열 안테나는 9개의 

다이폴로 구성되며 DTV 주파수 대역에서 6 dBi 이상의 

이득을 가진다[5]. 안테나의 크기가 100 mm × 200 mm 

이내로 제한하여 제작된 다이폴 안테나는 DTV 대역 내

에서 0 dBi 이상의 이득을 가진다[6]. 준-야기 안테나와 

대수 주기 다이폴 안테나는 편파로 인해 수평으로 눕혀

서 수신해야 하므로 거치대가 필요하며, 다이폴 안테나

는 이득이 낮은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DTV용 광대역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

에 대한 설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안된 루프 

안테나는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와 중앙 급전점을 연결

하는 원형 섹터가 결합된 형태이다. DTV응용을 위해 

75옴 입력 임피던스와 정합하였고, 최적의 설계 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원형 섹터 사이의 간격과 정사각형 루

프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입력 반사계수 특성을 분석하

였다. 상용 툴인 CST사의 Microwave Studio(MWS)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설계 변수

를 최적화하였다.  최종 설계된 이중 대역 슬롯 안테나

를 FR4 기판(비유전율 4.4, 두께 0.8mm) 상에 제작하여 

특성을 확인하였다. 

Ⅱ. 안테나의 구조 및 설계

2.1. 안테나 구조

그림 1은 제안된 광대역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의 구

조이다. 기판의 한 면에 정사각형 루프와 원형섹터가 

인쇄되어 있다. 안테나의 크기를 소형화하기 위해 기존

의 원형 루프[7] 대신에 정사각형 루프를 사용하였다. 

원형 루프 대신에 정사각형 루프를 사용하면 루프의 길

이가 증가하여 좀 더 낮은 주파수에서 동작하여 루프의 

크기를 약 14% 줄일 수 있다. 정사각형 루프의 길이는 

L이고, 정사각형 루프의 폭은 w1이다. 원형 섹터의 반

지름은 정사각형 루프의 길이의 반이고(r1 = L/2), 원형 

섹터 사이의 간격은 g1이다.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의 길

이와 폭은 L과 W이며, 기판의 길이와 폭과 같다. 기판

의 두께는 d이다.  안테나는 FR4 기판(비유전율 = 4.4, 

두께 = 0.8 mm, loss tangent = 0.025)에 설계하였다.

Fig. 1 Geometry of proposed square loop antenna with 
circular sectors

제안된 DTV용 광대역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의 최적

화된 설계 변수들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최적화된 설계 

변수는 주요 설계 변수를 변화시켜 안테나 특성을 분석

하여 결정하였으며, 주요 설계 변수 조정을 통한 특성 

변화는 다음 장에 설명되어 있다.



원형 섹터가 추가된 DTV용 광대역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

1847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proposed wideband 
square loop antenna

Parameter Value(mm) Parameter Value(mm)

L 200 g1 5

W 200 w1 1

r1 100 d 0.8

2.2. 특성 시뮬레이션

제안된 광대역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의 특성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설계 변수는 원형 섹터 사이의 간격 g1

과 정사각형 루프의 길이 L이다. 이들 설계 변수가 입력 

임피던스, 반사계수 및 이득과 같은 안테나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설계 변수에 따른 특

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때, 안테나의 반사계수는 75

옴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a)

(b)

Fig. 2 Input impedance variation as functions of g1 : (a) 
resistance and (b) reactance 

그림 2는 원형 섹터 사이의 간격 g1에 따른 입력 임피

던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설계변수는 표 1의 

값과 동일하다. 간격 g1이 4 mm에서 6 mm로 증가함에 

따라 입력 저항은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조금씩 증가하

고 입력 리액턴스도 증가한다.

그림 3은 원형 섹터 사이의 간격 g1에 따른 입력 반사

계수와 이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간격 g1이 4 mm

에서 6 mm로 증가함에 따라 VSWR < 2인 주파수 대역

이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고 임피던스 정합 특성이 조금 

나빠진다. 이득은 550 MHz 이하 대역에서는 증가하나 

그 이상의 대역에서는 약간 감소한다. 예를 들면, g1 = 4 

mm일 때 VSWR < 2인 주파수 대역은 473—1,349 MHz

이고 DTV 대역 내에서 이득은 2.2—4.0 dBi, g1 = 5 mm

일 때 465—1,307 MHz과 2.3—4.0 dBi이다.

(a)

(b)

Fig. 3 Input reflection coefficient and gain variations as 
functions of g1 : (a) reflection coefficient and (b)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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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정사각형 루프의 길이 L에 따른 입력 임피

던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설계변수는 표 1의 

값과 동일하다. 길이 L이 190 mm에서 210 mm로 증가

함에 따라 입력 저항은 DTV 대역 내에서 700 MHz 이

하 대역에서는 증가하고 그 이상의 대역에서는 감소한

다. 입력 리액턴스는 600 MHz 이하 대역에서는 증가하

고 그 이상의 대역에서는 감소한다. 

(a)

(b)

Fig. 4 Input impedance variation as functions of L : (a) 
resistance and (b) reactance 

그림 5는 정사각형 루프의 길이 L에 따른 입력 반사

계수와 이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길이 L이 190 

mm에서 210 mm로 증가함에 따라 VSWR < 2인 주파

수 대역이 낮은 주파수로 이동한다. 이득도 대역이 낮

은 주파수로 이동한다. 예를 들면, L = 190 mm일 때 

VSWR < 2인 주파수 대역은 489—1,369 MHz이고 

DTV 대역 내에서 이득은 1.9—3.8 dBi, L = 200 mm일 

때 465—1,307 MHz과 2.3—4.0 dBi이다.

(a)

(b)

Fig. 5 Input reflection coefficient and gain variation as 
functions of L : (a) reflection coefficient and (b) gain 

그림 2, 3, 4, 5의 주요 설계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DTV 대역에서 동작하는 최적화된 안테나

의 설계 변수는 g1 = 5 mm, L = 200 mm이다. VSWR < 

2인 주파수 대역은 465—1,307 MHz이고, DTV 대역 내

에서 이득은  2.3—4.0 dBi이다.

그림 6에는 최적화된 안테나의 500 MHz, 700 MHz  

및 800 MHz에서의 복사패턴이 나타나 있다. DTV 대역

내의 모든 주파수에서 전형적인 루프 안테나의 전방향

성 (omni-directional) 방사패턴을 가진다. 

Ⅲ. 안테나 제작 및 실험 결과

그림 7은 제작된 DTV용 광대역 정사각형 루프  안테

나의 사진이 나타나 있다. 제작된 안테나의 크기는 200 

mm(L) × 200 mm(W)이며, 동축 케이블로 급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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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안테나의 입력 반사계수는 네트워크분석기

(Agilent사 N5230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결과는 그

림 8에 나타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VSWR < 2인 대역

이 465—1,307 MHz이고, 측정 결과는 468—1,268  MHz

로 대역의 끝 주파수가 시뮬레이션 보다 조금 낮은 주파

수로 이동하였다. 

제작된 안테나의 이득은 전파무반향실에서 측정되었

다.  측정 이득은 500 MHz, 600 MHz, 700 MHz 및 800 

MHz에서 측정되었으며  2.3—3.9  dBi이다. 700 MHz와 

800 MHz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나 500 MHz

와 600 MHz에서는 임피던스 정합이 나빠져서 시뮬레이

션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득이 2 dBi 이상으로 

DTV 수신용으로 실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Fig. 7 Photograph of fabricated antenna

(a)

(b)

Fig. 8 Input reflection coefficient and gain of fabricated 
antenna

그림 9는 500 MHz, 700 MHz, 800 MHz에서 제작된 

광대역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의 E-면(y-z면)과 H-면(z-x

    

(a)                                    (b)                                   (c)

Fig. 6 Simulated radiation patterns of optimized antenna: (a) 500 MHz, (b) 700 MHz, and (c) 80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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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복사 패턴에 대한 측정 결과이며,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

(b)

(c)

Fig. 9 Radiation patterns of fabricated antenna: (a) 500 
MHz, (b) 700 MHz, and (c) 800 MHz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TV용 광대역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

에 대한 설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안된 루프 

안테나는 정사각형 루프 안테나와 중앙 급전점을 연결

하는 원형 섹터가 결합된 형태이다. DTV응용을 위해 

75옴 입력 임피던스와 정합하였고, 최적의 설계 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원형 섹터 사이의 간격과 정사각형 루

프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입력 반사계수 특성을 분석하

였다.

최종 설계된 광대역 정사각형 안테나를 FR4 기판 상

에 제작하고 특성을 실험한 결과 VSWR < 2 인 대역이 

468—1,268 MHz로 DTV 대역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하였고 방사패턴도 시뮬레이션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

인하였다. 이득은 DTV 대역 내에서 2.3—3.9  dBi로 측

정되었다. 

제안된 안테나는 창문 부착형 실내 DTV용 안테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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