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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동일면 도파관(coplanar waveguide: CPW)으로 급전되는 이중 다이폴 준-야기 안테나(double- 
dipole quasi-Yagi antenna; DDQYA)에 대한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CPW-급전 DDQYA는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스트립 다이폴 안테나, 접지 반사기, 스트립-쌍 도파기로 구성된다. 신호선이 안테나의 반대쪽 기판에 위치

하는 기존의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로 대신에 CPW를 사용하여 안테나와 동일면에 급전선로가 위치하여 제작이 용

이하다. 스트립-쌍 도파기는 두 개의 수평으로 분리된 스트립들로 구성되며, 고주파수 영역에서 이득을 높이기 위해 

두 번째 다이폴 위에 추가하였다. 제안된 CPW-급전 DDQYA 안테나를 FR4 기판에 제작한 결과, 1.66—3.38 
GHz(68.3%) 대역에서 전압 정재파비가 2 이하로 측정되었고, 이득은 1.60—2.90 GHz 대역에서 5.0—7.3 dBi로 5 
dBi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 method for designing a DDQYA fed by a CPW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CPW-fed DDQYA consists 
of two series-connected strip dipoles, a ground reflector, and a strip-pair director. Instead of the conventional microstrip 
feed line in which the signal line is located on the substrate opposite to the antenna, a CPW is used because CPW is 
located on the same side with the antenna, and so the fabrication is easy. The strip-pair director is composed of two 
horizontally-separated strips, and it is added above the second dipole to enhance the gain in the high frequency region. 
A prototype of the proposed CPW-fed DDQYA is fabricated on an FR4 substrate. The fabricated antenna has a frequency 
band of 1.66—3.38 GHz(68.3%) for a voltage standing wave ratio < 2, and measured gain ranges 5.0—7.3 dBi over a 
frequency band of 1.60—2.90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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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다이폴 투사기(driver)가 전송선

로를 통해 직렬로 연결된 이중 다이폴 준-야기 안테나

(double-dipole quasi-Yagi antenna; DDQYA)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 넓은 주파수 대역, 안정된 이득, 높은 전후

방비 등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기지국이나 위상 배

열 안테나 용도의 광대역 지향성 안테나로 사용되고 있

다[1, 2].
DDQYA의 급전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

었다. 평행 스트립(parallel strip; PS) 전송 선로를 이용

하여 기판의 양면에 다이폴 투사기의 팔을 각각 위치하

도록 하고 두 개의 다이폴의 길이를 조절하여 광대역 혹

은 이중 대역 안테나를 설계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3]. 
이 경우 별도의 금속 접지면(ground plane)이 첫 번째 다

이폴 투사기 아래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접지면의 크기

에 따라 이득을 높일 수 있으나 제작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S 전송 선로를 이용하여 접지면 

반사기(ground reflector)를 다이폴과 동일면에 배치하

고 마름모 모양의 다이폴을 사용하여 대역폭을 넓힌 구

조가 제안되었다[4, 5].
마이크로스트립(microstrip; MS)과 동일면 스트립선

로(coplanar strip line; CPS) 간 전이(transition)를 이용

한 급전 방식에 대한 연구[6]에서 –10 dB 주파수 대역

(3.34—8.72 GHz)내 이득이 6.9±0.6 dBi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MS-CPS 전이 구조가 접지면에 위치하고 이로 

인해 안테나의 크기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CPS 선로의 한쪽 면에 MS 선로가 위치한 내장형 밸

런을 이용하여 접지면 반사기의 크기를 줄인 급전 구조

와 사각형 모양 도파기를 추가한 DDQYA가 제안되었

다[7]. 전압 정재파비(voltage standing wave ratio; VSWR) 
2 이하를 기준으로 주파수 대역이 1.63—2.96 GHz이고 

이득이 6.0—7.1 dBi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MS 선로는 

급전점에서 90도 구부려지고 끝부분은 단락핀을 이용

하여 CPS 선로와 연결된다.
최근에는 대역폭을 향상하기 위해 CPS 선로의 중심

의 뒷면에 MS 선로를 배치한 변형된 MS-CPS 급전 방

식이 제안되었다[8]. VSWR 2 이하를 기준으로 대역이 

1.56—3.04 GHz로 대역폭이 15.4% 향상되었고 이득도 

대역 내에서 비슷한 값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급전 방식은 기판의 양면을 모두 사용

하여 제작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안테나와 급전 선로

를 동일면에 배치할 수 있는 급전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9, 10].
본 논문에서는 동일면 도파관(coplanar waveguide; 

CPW)으로 급전되는 DDQYA에 대한 설계 방법을 주제

로 연구하였다.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는 참고문헌 [7]의 

구조와 유사하나 CPW-CPS 전이 구조가 접지면 반사기 

내부에 추가되어 안테나와 급전 구조가 동일면에 위치

한다. 또한 고주파수 대역에서 이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스트립-쌍 도파기를 추가하였다. 안테나의 구조 해석을 

위해 CST사의 Microwave Studio를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하고 적합한 설계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Ⅱ. 안테나 구조 및 설계

2.1. 안테나 구조

Fig. 1 Configuration of proposed CPW-fed DDQYA

제안된 CPW-급전 DDQYA의 구조는 그림 1에 나타

나 있다. DDQYA는 첫 번째 다이폴 투사기(D1), 두 번째 

다이폴 투사기(D2), 접지면 반사기(R0), 그리고 스트립-
쌍 도파기(Dr)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다이폴의 길이와 폭

은 l1, w1이고, 두 번째 다이폴의 길이와 폭은 l2, w2이다. 
첫 번째 다이폴과 반사기 사이의 간격은 s1이고, 첫 번째 

및 두 번째 다이폴 사이의 간격은 s2이다. 접지면 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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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와 폭은 lg와 wg이다. CPS 선로의 전체 폭과 간격

은 wCPS와 ws이다[7].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180도 위상 천이(phase shift)

를 통해 불평형 선로인 CPW를 평형 선로인 CPS 선로로 

변환시키기 위해 L-모양 CPW-CPS 밸런(balun)이 추가

되었다[9, 10]. L-모양 밸런의 길이와 폭은 lf2와 wf2이고, 
CPW 급전 선로의 길이와 폭은 lf1과 wf1이다. CPW 급전 

선로의 신호선과 접지면 사이의 간격은 gf이다. 스트립-
쌍 도파기와 두 번째 다이폴 사이의 거리는 ds이고, 스트

립-쌍 도파기의 길이와 폭은 ld과 wd이다. 스트립-쌍 도

파기 사이의 간격은 gd이다.
표 1은 제안된 CPW-급전 DDQYA의 최종 설계 변수

들이다. VSWR < 2인 주파수 대역과 이득이 5 dBi 이상

인 대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요 설계 변수들을 변화시

켜 가면서 최종 설계 변수들을 결정하였다. 

Table. 1 Final design parameters of proposed CPW-fed 
DDQYA

Parameter Value(mm) Parameter Value(mm)

L 90 ws 3.9

W 115 wf1 3

lg 90 wf2 8

wg 15 gf 0.45

l1 72 lf1 3.5

w1 7.5 lf2 21

s1 34 ds 8

l2 57.6 ld 25

w2 7.5 wd 7.5

s2 34 gd 10

wCPS 20 h 1.6

2.2. 안테나 설계 과정 및 특성 시뮬레이션

본 절에서는 제안된 CPW-급전 DDQYA의 설계 과정

에서 안테나 성능과 관련된 주요 설계 변수들이 안테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제안된 CPW-급전 DDQYA의 설계 과정을 설명하고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안테나 구조들이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a)는 도파기가 없는 CPW-
급전 DDQYA이고, 그림 2(b)는 단일 스트립 도파기를 

사용한 것이고, 그림 2(c)는 제안된 스트립-쌍 도파기를 

사용한 DDQYA이다.

(a)                              (b)                              (c)
Fig. 2 Design procedure of the proposed CPW-fed DDQYA: 
(a) without director, (b) with single strip director, and 
(c) with strip-pair director(proposed) 

(a)

(b)
Fig. 3 Performance comparison for three antenna 
structures in Fig. 2: (a) input VSWR and (b) gain 

그림 3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3가지 안테나 구조의 

입력 VSWR과 이득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림 2(a)와 같이 도파기가 없는 경우, VSWR < 2를 

만족하는 주파수 대역은 1.62—3.14 GHz(63.9%)이다. 
그러나 대역 내에서 이득은 0.0—6.9 dBi(평균 이득: 4.5 
dBi)으로 고주파수 대역에서 이득이 많이 감소한다. 이
득이 5 dBi 이상인 주파수 대역은 1.60—2.65 GHz이다.

다음으로 고주파수 대역에서 이득을 증가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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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림 2(b)와 같이 직사각형 단일 스트립 도파기를 추

가하였다. 이 경우 VSWR이 2 이하인 주파수 대역이 

1.62—3.35 GHz(69.6%)로 증가하였다. 대역 내에서 이

득은 0.9—7.4 dBi(평균 이득: 5.3 dBi)으로 고주파수 대

역에서 이득이 증가하였다. 이득이 5 dBi 이상인 주파수 

대역은 1.60—2.85 GHz로 증가하였다. 이 경우 단일 스

트립 도파기의 길이와 폭은 각각 29 mm와 7.5 mm이고 

두 번째 다이폴과의 거리는 8 mm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2(c)와 같이 단일 스트립 도파기 대

신 스트립-쌍 도파기를 추가하여 안테나 성능을 비교하

였다. VSWR이 2 이하인 주파수 대역이 1.62—3.27 
GHz(67.5%)로 단일 스트립 도파기를 추가한 경우에 비

해 약간 줄어들었다. 대역 내에서 이득은 2.2—7.4 dBi
(평균 이득: 5.6 dBi), 최저 이득이 1.3 dB로 각각 증가하

였고, 평균 이득도 조금 증가하였다. 또한 이득이 5 dBi 
이상인 주파수 대역이 1.59—2.91 GHz로 조금 증가하

였다. 따라서 스트립-쌍 도파기를 추가한 경우 단일 스

트립 도파기를 추가한 경우에 비해 임피던스 대역폭은 

약간 줄어드나,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안된 CPW-급전 DDQYA의 설계 변수들 중에서 안

테나 특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는 L-모양 밸런

의 길이 lf2이다. 그림 4는 L-모양 밸런의 길이 lf2를 변화

시켰을 때 입력 VSWR과 이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lf2가 19mm에서 23mm로 증가함에 따라 임피던스와 이

득 주파수 대역이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고 대역 내에서 

평균 이득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임피던스 대역폭은 

lf2= 21mm일 때 가장 넓다.
lf2 = 19mm일 때, VSWR < 2인 주파수 대역이 1.66—

3.31GHz(66.4%)이고, 대역 내에서 이득은 3.7—7.3 dBi 
(평균 이득: 6.0 dBi)이다. lf2 = 21mm일 때, VSWR < 2
인 주파수 대역이 1.62—3.27 GHz(67.5%)이고, 대역 내

에서 이득은 2.2—7.4 dBi(평균 이득: 5.6 dBi)이다. lf2 = 
23mm일 때, VSWR < 2인 주파수 대역이 1.60—3.15 
GHz (65.3%)이고, 대역 내에서 이득은 1.2—7.2 dBi(평
균 이득: 5.1 dBi)이다. 최종 설계 변수로는 임피던스 대

역폭과 평균 이득을 고려하여 lf2 = 21 mm로 선택하였다.
제안된 CPW-급전 DDQYA는 기존의 양면을 사용하

는 마이크로스트립 급전 방식에 비해 대역폭이 16%정

도 증가하였으나 대역 내에서 이득의 변화가 크고 고주

파수 대역에서 이득이 떨어진다.

(a)

(b)
Fig. 4 Effect of lf2 on Input VSWR and gain characteristics: 
(a) VSWR and (b) gain 

Ⅲ. 안테나 제작 및 실험 결과

FR4 기판(   , 두께 = 1.6 mm, 손실 탄젠트 = 

0.025)을 이용하여 제작된 CPW-급전 DDQYA의 사진

이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그림 6은 제작된 CPW-급전 DDQYA의 입력 VSWR

과 이득 측정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입
력 반사계수는 Agilent사의 N5230A 회로망분석기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VSWR < 2인 주파수 대

역은 1.66—3.38 GHz(68.3%)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

교할 때 대역폭은 3% 증가하였고 주파수 대역이 높은 

주파수로 0.23 GHz 이동하였다. 대역 내 이득은 2.1—
7.3 dBi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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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graph of fabricated antenna
 

(a)

(b)
Fig. 6 Performance of fabricated antenna: (a) input 
VSWR and (b) gain 
 

(a)

(b)

(c)
Fig. 7 Measured radiation patterns of fabricated antenna: 
(a) 1.8 GHz, (b) 2.4 GHz, and (c) 3.0 GHz 

그림 7은 제작된 CPW-급전 DDQYA의 E-면(x-y면)과 

H-면(y-z면) 복사 패턴을 전파 무반사실에서 측정하여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였다. 1.8 GHz, 2.4 GHz, 3.0 GHz에
서 측정된 패턴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측정된 전후방비가 8 dB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PW로 급전되는 DDQYA에 대한 설

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CPW 급전 구조는 L-모
양 밸런을 이용한 CPW-CPS 전이 구조가 접지면 반사

기 내부에 추가되었으며, 안테나와 급전 구조가 동일면

에 위치하여 제작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스트립-
쌍 도파기를 추가하여 중간 및 고주파수 대역에서 이득

을 증가시켰다. 
제안된 CPW 급전 DDQYA 안테나를 제작하여 특성

을 측정한 결과, VSWR < 2인 대역은 1.66—3.38 GHz 
(68.3%)이고, 대역 내 이득은 2.1—7.3 dBi로 나왔다. 또
한 1.60—2.90 GHz 대역에서 이득이 5.0—7.3 dBi로 5 
dBi 이상으로 유지되며, 전후방비는 8 dB 이상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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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제안된 안테나는 광대역 기지국용 안테나 및 위상배

열 안테나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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