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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Dual Band Microstrip Patch 안테나를 제작하였다. 성능 측정을 위해서 슬

릿의 위치에 따른 특성을 Ansoft사의 HFSS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GSM과 DCS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원형 패치 안테나를 인셋(inset) 급전 방

식을 이용하여 원하는 중심 주파수에서 공진이 일어나도록 설계 하였다. 그 결과 슬릿과 패

치의 간격이 0.5 , 슬릿의 폭은 1 , 각도는 98일 때 가장 좋은 특성과 각각의 중심주

파수에서 이 -6.85dB, -9.691dB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서론

TDMA 방식을 사용하는 GSM은 범 유럽지역에

서 사용 가능한 900MHz 대역에서 운용되는 셀룰라

시스템으로 높은 음성품질, 저렴한 서비스 비용, 국

가 간 로밍 지원, 주파수 대역의 사용효율 향상 등

과 같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GSM을 향

상시킨 시스템이 DCS(Digital Cellar System)인데

1710~1880MHz에서 운용되고,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

로는 GSM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SIM카드를 사용

함으로 GSM과의 로밍 또한 가능해 졌다. 현재 대

부분의 유럽에서 다중 밴드용 단말기가 대중화 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다중 밴드 안테나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GSM(880~960MHz) 대역 및

DCS(1710~1880MHz) 대역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슬릿에 의한 패치 안테나를 HFSS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인셋 급전

을 사용하는 슬릿과 패치의 간격이 0.5 , 슬릿의

폭은 1 , 각은98인 안테나를 제작하였다.

2. 설계 이론

원형 패치는 단일소자로 뿐만 아니라 배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패치와 접지면, 패치와 접지

면 사이의 매질을 원형 캐비티로 취급함으로서 원형

패치 안테나에 의해 생성되는 모드를 구할 수 있다.

사각패치 안테나와는 달리, 원형 패치의 경우에 조

정할 수 있는 것은 패치의 반경뿐이다. 패치의 반경

을 조절하면 모드의 차수는 바꿀 수 없지만 공진 주

파수는 변경할 수 있다. 캐비티 모델의 기본 모드

 
의 공진 주파수() 과 원형 패치의 실효 반경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고, 를

이용하여 실제 반경 를 구할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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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패치의 실제 반경이고, 는 자유공간에

서의 광속도, 은 기판의 비유전율이며 는 기판의

두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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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및 제작

슬릿의 적용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슬릿

을 제거한 패치안테나에 대한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안테나 설계시 중심 주파수는 925MHz로 유전

율은 4.3으로 하였다. 원형패치의 실효 길이는 식

(1)(2)를 이용하면, 슬릿을 적용하지 않은 패치 안테

나의 형태와 설계치는 그림1, 표1이며, 슬릿이 적용

된 안테나는 그림2, 표2와 같다.

그림 1 슬릿 미적용 안테나 그림 2 슬릿 적용 안테나

Impedance 폭(W) 

 50 1.916mm ·

R 46.16mm

 31.748mm

표 1 슬릿을 적용하지 않은 패치 안테나 설계치

Impedance 폭(W) 

 50 1.916mm ·

R 46.16mm

 0.5mm

 1mm

 98

 31.748mm

표 2 슬릿을 적용한 패치 안테나 설계치

아래 그림 3은 Ansoft사의 HFSS 이용하여 그림1과

그림2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슬릿을 적용한

경우에는 2곳에서 공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a) 슬릿이 없을 때

(b) 슬릿이 있을 때

그림 3 슬릿 적용에 따른 안테나의 패턴 변화

그림 4는 와값이 일정할 때 값이 각각 3 ,

2 , 1 , 0.5 일 경우 변화값을 나타낸 것으

로 값이 줄어들수록 은 증가하고, 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 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값
그림 5는 와값이 일정할 때 값이 각각 3 ,

2 , 1.5 , 1 일 경우의 변화값을 나타낸 것

이다. 값이 줄어들수록 은 변화가 적고, 는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값 
그림 6은 와값이 일정할 때 값이 각각 84, 89

, 96, 98 일 경우의 변화값을 나타낸 것이다.

값이 증가할수록 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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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값 

그림 7은 앞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특

성이 가장 좋은 단일소자를 이용하여 배열 안테나를

제작한 그림이다. 두 소자의 거리는 0.45이며 입력

임피던스는 50이며 가상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배

열을 하였다.

그림 7 실제 제작된 1×2 배열 안테나 사진

그림 8 배열 안테나의 S11특성

그림 8은 그림7의 배열 안테나를 네트워크 아날라이

져로 측정한 결과로 GSM 대역 0.9024GHz에서 

-6.85dB, DCS대역 1.8880에서 -9.691dB의 특성을

나타낸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전율 4.3, t=1인 에폭시 기판에 슬

릿을 이용하여 GSM와 DCS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

이 가능한 이중 밴드 원형 배열 패치 안테나를 제작

하였다. 제작 결과 기판의 슬릿이 이중 공진을 일으

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 , 와의 상관 관계 특성을

고찰 하여 보았다. 제작된 안테나는 두 주파수 대역

에서 동작하는 특성을 가졌지만 대역폭이 협소한

단점이 있는 만큼 향후 연구 방향은 기판의 높이,

두께, 유전율, 급전 방법을 고려하여 광대역 특성을

가지는 다중 공진 안테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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