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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생활에서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높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개인이 사용하는 

단말기뿐만 아니라 중계기의 기기도 광대역 기술이 필요하다. 이

에 따라 광대역 통신 방식이 각광받고 있으며, UWB(Ultra Wide 

Band) 통신 방식 등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1].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UWB 안테나가 제안되었고, 대표적인 구조로 다이폴, TEM 

(Transverse Electro Magnetic) 혼, 슬롯 안테나 등이 있다. 그중

에서 혼 안테나는 이득이 높아 천문관측,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각

종 반사판 안테나의 급전 안테나 또는 안테나의 특성을 측정하는 

표준 안테나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2][3], 혼 안테나는 높은 지

향성과, 원거리 영역에서의 적은 위상변화 때문에 UWB 통신 표

준화 동향에 맞추어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4]. 또한, 마이크로파 측정, 무반사실 측정, 레이더 및 탐지 시스

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넓은 주파수 대역

폭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파가 가능한 안테나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5]. 그러나 일반적으로 혼 안테나는 야외시험장(OATS : Open 

Area Test Site)에서 전자계 강도를 측정할 때 방송이나 이동통신 

등 많은 주파수 대역에 간섭받고 환경잡음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

한 측정이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높은 신뢰성을 

갖는 EMC 챔버를 제작하여 특성을 측정하고, 안테나로 쿼드릿지

(quad-ridge) 혼 안테나가 적용되며, 소형화 및 성능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9]. 혼 안테나는 각종 반사판 안테나

의 급전용 안테나로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혼의 입력부에 급전

된 신호전력을 금속 혼을 통하여 자유공간에 방사함으로써 도파

관의 폭, 릿지 두께, 릿지 사이의 간격, 혼의 길이, 급전 위치에 

따라서 높은 이득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각형 혼 안테나에 4중 날을 추가하여 광대역 

특성을 갖는 쿼드릿지 혼 안테나를 설계한다. 4중 날은 서로 대

칭으로 설계하고, 이는 수평, 수직 편파 수신 시 동일한 방사패턴 

특징을 갖는다. 제안된 쿼드릿지 혼 안테나는 백 쇼트(back- 

short)를 이용한 캐비티(cavity) 구조를 가진다. 백 쇼트 및 캐비

티 구조의 크기와 함께 릿지 간격 및 급전간격을 조절하여 안테

나의 주파수 대역을 기존보다 더 넓은 대역으로 개선할 수 있음

을 보인다. 제안 안테나는 LTE 밴드의 가장 낮은 주파수인 

CH12(698-746MHz)에서 WiFi 5.8GHz 대역까지 사용할 수 있는 

0.6~6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하도록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쿼드릿지 혼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하여 EM 시뮬레이션 툴

인 Ansoft사 HFSS(High Frequency Structure Simulator)를 사용

한다. 제작된 쿼드릿지 안테나의 혼은 알루미늄, 4개의 릿지는 동

판으로 구현하며, 제작 시 4개의 릿지 사이의 간격이 안테나 특

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4개의 릿지 사이를 고정할 수 있는 

절연체 지지대를 사용한다. 제작된 쿼드릿지 혼 안테나는 Agilent

사의 네트워크 분석기 및 MTG사의 무반사실에서 안테나의 제반

특성을 측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제안 안테나에 대한 

구조와 설계에 대해서, 3장에서 안테나에 대한 제작과 측정 결과

를 나타내며, 결론을 4장에서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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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안테나 구조

그림 1은 제안 안테나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 모습이다. 안테

나는 광대역 특성을 위해 4개의 릿지와 혼, 캐비티로 이루어진 

안테나를 설계한 그림의 전체 모습이며, 표 1에 치수를 나타내었

다. HFSS 시뮬레이션으로 설계한 제안 안테나의 전체 크기는 

245.4mm(A1) × 245.4mm(A2) × 245.7mm (A3)이며, 119.2mm × 

241mm 크기의 4개의 지수함수형 릿지의 완만한 날을 서로 대칭

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수직으로 전계가 형성되며, 지향성을 확보

할 수 있다. 245.4mm × 210mm 크기의 혼은 도파관 속을 전파하

는 전자파를 서서히 넓히면서 개구면으로 인도해 외부 공간으로 

방사시켜 지향성과 광대역 특성을 갖게 된다. 120.4mm(C1) × 

120.4mm (C2) × 35.7mm(D) 크기의 캐비티는 급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전계 발생의 시발점으로 혼 안테나의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혼 안테나에서 E면(y-z 평면)은 전

계면으로 전계 벡터와 최대방사 방향을 갖는 면이며, H면(x-z 평

면)은 자계면으로 자계 벡터와 최대방사 방향을 갖는 면이다. 캐

비티의 혼은 E면에서 균일한 개구면 분포를 보이는 선형편파를 

가지며, H면에서는 cosine 분포를 갖는다. radial 모양으로 전파

가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 대하여 개구면에서는 

2차 위상분포를 갖는다.

제안 안테나의 4개의 릿지 사이의 간격, 4개의 릿지 두께, 도

파관의 폭, 급전 위치에 따른 특성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

에 기재한다. 각각 변수에 따라 반사손실의 특성이 변하게 된다.

그림 2는 제안 안테나의 릿지 구조 및 수치를 나타낸 모습이

다. 릿지의 곡선 z(y)는 위의 식 (1)과 같은 지수함수 방정식을 

사용하여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1)

식 (1)에서 k는 혼의 길이인 L과 개구의 크기 Z(L)에 의해 얻

을 수 있는 상수 값이며, A는 릿지와 릿지 사이의 간격의 반이 

되어야 한다. 혼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혼 개구 크기와 길이가 

주어지면 식 (1)에 따라 릿지를 설계한다. 이후 쿼드릿지 혼 안테

나의 경우, 혼 후면의 백 쇼트 및 캐비티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릿지 간격과 급전할 급전 지점을 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백 쇼트, 캐비티 둘과 서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대

역 특성을 얻도록 신중히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릿지 

간격 변화에 의한 대역 특성을 먼저 구하고 백 쇼트 및 캐비티

에 따른 최적 급전 지점을 구하도록 진행하였다. 

그림 3은 릿지의 두께(S)와 간격(W)을 나타낸 그림이다. 혼 안

테나의 광대역 특성과 2중 편파를 구현하기 위해 그림 3(a)와 같

그림 1 제안 안테나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proposed antenna

표 1 제안 안테나의 치수

Table 1 Dimensions of proposed antenna.

Symbol Description Dimension(Mm)

A1 horn width 1 245.4

A2 horn width 2 245.4

A3 total length 245.7

B horn length 210

C1 cavity width 1 120.4

C2 cavity width 2 120.4

D cavity height 35.7

그림 2 릿지의 수치

Fig. 2 Ridge dimensions

     

    (a) 릿지 모델           (b) 릿지 간 간격 및 너비

그림 3 안테나의 릿지 구조 

Fig. 3 Ridge structure of antenna. (a) ridge model (b) gap 

and width between 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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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개의 릿지 구조를 사용한다. 릿지 A1과 A2에 의한 수직 편

파를, 릿지 B1과 B2에 의한 수평 편파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다. 급전 지점은 도파관 내부에 4개 릿지의 수직(A1, A2) 및 수

평(B1, B2) 급전 포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릿지 간

의 간격이 변수가 되어 안테나의 임피던스의 특성이 변하게 된

다. 4개의 릿지는 도파관의 내벽에 균등하게 배치되며 광대역 임

피던스의 매칭을 통해 안테나 대역폭을 증가시킨다. 본 논문에서

는 혼의 두께가 넓을수록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릿지의 두께를 1.2mm로 고정하였다. 설계 대역 내에서 

50의 특성 임피던스에 가깝도록 릿지의 간격 W를 조절하였다.

그림 4는 릿지 간격 W의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의 변화를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릿지 간의 간격이 증가할수록 2~5 

GHz에서 반사손실이 증가함으로써 대역폭 특성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5GHz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은 반사손실 특성이 

거의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릿지 간의 간격이 감소함으로

써 1~5GHz에서 대역폭 특성이 나빠지며, 5~6GHz에서는 좋은 대

역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릿지 간격 W가 1.6mm일 때 

설계 대역에서 반사손실 –10dB 이하로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

문에서는 릿지 간격을 1.6mm로 설계하였다.

그림 4 릿지 간격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변화

Fig. 4 Return loss as a function of ridge gap

그림 5 캐비티 구조

Fig. 5 Cavity structure

그림 5는 릿지 후면에 장착되는 백 쇼트 및 캐비티의 구조를 

나타낸 모습이다. a × a × b 크기를 갖는 캐비티의 폭 a는 공진모

드의 차단주파수를 결정하며, 이로부터 모든 공진특성을 얻게 된

다. 높이 b는 감쇠에 영향을 주게 된다. 릿지 혼 안테나에서 급

전은 캐비티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계 발생의 시작점으로 

안테나의 전체적인 임피던스특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림 6은 캐비티 구조 내 릿지 급전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

다. 급전부는 그림 3에 나타낸 수직(A1, A2) 및 수평(B1, B2) 릿

지에 급전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은 수직 릿지의 급전 

지점을, 는 수평 릿지의 급전 지점을 표시한 것이다. 백 쇼트

와 급전 지점   및   사이의 거리를   및 로 표시한다. 

우선 백 쇼트로부터 가까운 의 급전 지점에서 최적의 반사손

실을 확보한 후, 캐비티 구조의 변수( ,  ,  ,  )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최적의 급전 지점인 과 을 구할 수 있다. 

     (a) 급전 지점         (b) 급전 지점 

그림 6 급전 지점 단면도

Fig. 6 Section view of feed points. (a) point   (b) point 

그림 7 급전 지점의 간격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Fig. 7 Return loss as a function of feed points

그림 7은 급전 지점   및 의 간격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지점이 확정되면 고정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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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 의 간격을 변수로 대역 특성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급전 지점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1.5~3.5GHz 대

역에서 양호한 반사손실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가까워질수록 높

은 주파수 대역에서 넓은 대역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 의 간격이 5.2mm 일 때 가장 양호한 특성이 보이므로 백 

쇼트로부터 급전 지점 까지의 간격인 은 19mm로, 까지

의 간격인 는 24.2mm로 설계하였다. 캐비티 벽에서 릿지까지

의 간격인   및, 는 공히 15mm로, 캐비티의 높이인   및 

는 35.7mm로 정하였다. 

3. 안테나 제작 및 측정

그림 8은 시뮬레이션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하여 이를 제작한 

안테나 사진이다. 앞의 설계 이론을 바탕으로 제안된 안테나의 

개구면 크기는 표 1과 같고, 혼과 캐비티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릿지는 동판으로 제작하였다. 혼의 두께가 넓은 경우, 신호의 산

란 및 표면 전류에 의해 불요방사가 발생 되어 안테나의 방사패

턴을 열화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혼의 

두께를 1.2 mm로 하였다. 또한, 4개의 릿지 사이를 고정할 수 있

는 절연체 지지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릿지 사이의 간격이 안

테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오

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릿지는 수직(A1, A2) 

및 수평(B1, B2)으로 총 4개이며, 그림 6의 시뮬레이션과 같은 

급전 지점에 동축선으로 급전하였다. 

그림 8 제작된 쿼드릿지 혼 안테나

Fig. 8 Implemented a quad-ridge antenna

그림 9는 안테나에 대한 반사손실과 정재파비(VSWR)를 시뮬

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측정은 Agilent사의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 하였으며, 반사손실 및 정재파비 모두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반사

손실 측정은 관심 대역인 LTE 밴드의 가장 낮은 주파수인 

CH12(698-746MHz)에서 WiFi 5.8GHz 대역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설계 대역인 0.6~6GHz 범위에서 –6dB 이하 (VSWR 3 : 1 이

하)를 만족하고 있다. 반사손실 –6dB 기준은 이동통신 기기에 

대한 업체 적용 기준이다.

본 논문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쿼드릿지 혼 안테나보다 더 

넓은 대역을 나타내고 있으며[10], M사의 0.8~6 GHz 대역 특성

을 보이는 쿼드릿지 혼 안테나에 비해 대역이 넓다.

그림 10은 제안된 혼 안테나의 방사패턴 시뮬레이션과 무반사

실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0.698 GHz, 3.0 GHz, 

5.8GHz에서  로 E-평면(y-z 평면)으로,   일 경우 

H-평면(x-z 평면)으로 측정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과 제작된 안

테나를 비교한 결과 방사특성이 서로 잘 부합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혼 안테나에 대한 방사패턴의 시뮬레이션의 경우 주파수 

0.698GHz, 3.0GHz, 5.8GHz에서 E-평면의 반전력 빔 폭은 평균 

62°, H-평면의 반전력 빔 폭은 평균 81.5°이며, 측정 결과에서 

E-평면의 반전력 빔 폭은 평균 43.8°, H-평면의 반전력 빔폭은 

평균 52°로 측정되었고,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빔폭이 좁아진다. 

그림 11은 주파수에 따른 이득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득은 

앞의 3개의 주파수에서 6.2dBi, 10.52dBi, 13.23dBi로 주파수 증

가에 따라 이득이 증가하고 있다. 제작안테나에 대한 최대 이득

은 5.9GHz에서 13.35dBi로, 최소 이득은 0.698GHz에서 6.2dBi가 

측정되었다.

(a) 반사손실 

(b) 정재파비

그림 9 제작된 안테나의 반사손실과 정재파비

Fig. 9 Return loss and VSWR of the Implemented antenna. 

(a) return loss (b) VSWR



Trans. KIEE. Vol. 68, No. 1, JAN, 2019

0.6∼6GHz 초 광대역 쿼드릿지 혼 안테나 설계             81

그림 11 주파수에 따른 이득변화

Fig. 11 Gain variation with frequency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TE 밴드의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WiFi 

5.8GHz 대역까지 사용할 수 있는 0.6~6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하는 쿼드릿지 혼 안테나를 설계하고 이를 제작하였다. 급전

단은 도파관 내부에 지수함수 특성을 갖는 4개의 릿지에 수평 

및 수직의 급전 포트로 구성되며, 백 쇼트를 이용한 캐비티 구조

를 갖는다. 광대역 특성을 얻기 위하여 캐비티 크기를 조절하고 

릿지 간격 및 급전간격을 최적화하여 반사손실을 개선하였다. 제

작된 안테나 측정 결과 설계 대역에서 –6dB 이하 (VSWR 3 : 

1 이하)를 만족하였으며, 무반사실에서 측정된 방사특성에서 이득

은 6.2~13.35dBi, 빔폭은 E면에서 25°~75.5°, H면에서 27°~ 

(a) E-평면 방사패턴(0.698GHz) (b) H-평면 방사패턴(0.698GHz)

(c) E-평면 방사패턴(3.0GHz) (d) H-평면 방사패턴(3.0GHz)

(e) E-평면 방사패턴(5.8GHz) (f) H-평면 방사패턴(5.8GHz)

그림 10 제작된 혼 안테나의 방사패턴

Fig. 10 The radiation pattern of the Implemented horn antenna. (a) E-plane radiation pattern(0.698 GHz) (b) H-plane 

radiation pattern(0.698 GHz) (c) E-plane radiation pattern (3.0 GHz) (d) H-plane radiation pattern(3.0 GHz) (e) 

E-plane radiation pattern(5.8 GHz) (f) H-plane radiation pattern(5.8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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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특성을 얻었다. 이는 측정 결과가 설계치와 잘 맞고 있음

을 보이고 있다. 제작된 쿼드릿지 혼 안테나는 작은 크기이면서

도 광대역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용 안테나 방사측

정 챔버 혹은 EMI 측정실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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