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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저항성 초광대역 마이크로웨이브 센서의 설계이론과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된 센서의 특성을 분석한다. 구현을 위하여 연속적인 저항 프로파일은 이산화

되었으며 칩 저항을 이용하여 이산 저항을 실장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칩 저항 8개로 약 8 GHz까지
연속적인 저항 프로파일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인다.

1. 서론

마이크로웨이브는 유전체를 통과하여 전파될 수

있고, 유전율의 불연속면에서 산란된다.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유전체 속에 위치한 타깃의 영상을 획득하

는 투과레이더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지하구조

물이나 인체를 영상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

한 투과레이더에는 높은 침투성과 함께 높은 해상도

가 요구된다. 높은 침투성은 낮은 중심 주파수를 사

용함으로써, 높은 해상도는 넓은 대역을 사용함으로

써 얻을 수 있다.

저주파 초광대역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이를 복사하고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필

요하다. 저주파의 초광대역 마이크로웨이브를 복사

할 수 있는 안테나로 impulse-radiating antenna,

TEM horn antenna, bow-tie antenna, spiral

antenna 등이 있다[1-3]. 그러나 타깃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안테나 배열이 필요한데, 이 들 안테나는

부피가 커서 안테나 배열 구현이 어렵다.

또 다른 종류의 안테나로 저항성 다이폴을 들 수

있다 [4-7]. 저항성 다이폴은 전통적인 다이폴에 저

항을 연속적으로 부하한 것이다. 저항성 다이폴은

복사 효율이 좋지 않으나, 초광대역에서 동작하고

분산이 적어 초광대역 레이더에 적합하다. 또한 부

피가 작아 배열화에 유리하다. 따라서 저항성 다이

폴은 근거리 타깃을 영상화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성 다이폴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여

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한 가지 방법은 그

림 1 (a)에 보이는 바와 같이 유전체 막대에 저항성

물질을 입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저항은 막대

에 입혀진 저항성 물질의 두께에 따라 결정된다. 물

리적으로 안정된 구조이나 정확한 저항 프로파일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 1 (b)와 같이 일정

한 두께를 가진 저항성 필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

다. 이 방법에서 저항은 필름의 폭으로 결정된다. 저

항 프로파일을 매우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으나 저

항성 필름과 구동점 간의 접점이 불안정하다는 단점

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림 1 (c)에 보이는

바와 같이 칩 저항을 맞붙여 구현할 수 있다. 연속

적인 저항 프로파일을 이산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

로 저주파에서 매우 정확한 프로파일 구현이 가능하

나 물리적으로 불안정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언급된 저항성 다이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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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저항성 다이폴의 전통적인 구현 방법


[그림 2] 설계된 저항성 다이폴의 구조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PCB 제작 공정을 사용하

고, 이를 위한 소형 저항성 다이폴을 설계하고 분석

한다. 다이폴 암은 PCB 제작공정을 이용하여 구리

패턴으로 구현되고, 칩 저항을 패턴 사이에 사용하

여 저항 프로파일을 구현한다. 구현된 안테나는 초

광대역 펄스를 복사하고, 따라서 수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2. 설계이론

저항성 다이폴의 저항 프로파일로 Wu-King 프

로파일이 자주 사용된다. Wu-King 프로파일은 다

음과 같이 단위길이 당 저항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는 암의 길이, 는 구동점으로부터 암을 따

라 측정되는 거리,     은 구동점에서의

단위길이 당 저항이다. 그림 2는 Wu-King 프로파

일을 거리에 대한 함수로 보인다. 그림에서 가로축

은 로, 세로축은 로 정규화 되었으며, 세로축은

로그 스케일로 그려졌다. 그림 2에서 단위길이 당

저항은 구동점에서 유한한 값을 가지고, 암을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하여 암의 끝 부분에서는 무한한 값

을 가진다. 이러한 안테나 암에 입력된 전류는 연속

적인 저항 값에 의해 점점 감소하여 암의 끝 부분에

서 소멸되게 된다. 따라서 안테나 암에서 전류의 내

부반사가 없어 분산이 적은 펄스 복사 안테나로 동

작한다.

구동점에서의 단위길이 당 저항 은 다음과 같

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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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해진  값은 주파수에 따른 함수이다. 따

라서 초광대역에서 사용될 안테나를 설계할 경우 

값은 다음과 같이 DC 주파수에 해당되는 값으로 근

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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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를 PCB 제작공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암을 구리 패턴으로 제작한다. 구리 패턴에

는 갭을 두고, 갭에 칩 저항을 집어넣는다. 이를 위

해서 연속적인 저항 프로파일을 이산화할 필요가 있

다. 이산화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즉, 특정 구간의 단위길이 당 저항을 적분하여 그

구간의 총 저항 값을 칩 저항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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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특성 임피던스가 200 Ω인 급전선에 인가된 펄스와 
안테나로부터 반사된 펄스의 파형

[그림 6] 설계된 안테나로부터 복사된 전기장의 시영역 파형

[그림 3] 설계된 저항성 다이폴의 구조

[그림 4] 200 Ω에 reference된 반사 계수

다. 가장 끝 구간은 특이점을 피하기 위하여 단위길

이당 저항의 역수를 적분하고, 그 결과의 역수를 구

함으로써 구한다.

3. 설계 및 분석

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를 구현하기 위해 그

림 3과 같은 구조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다이

폴의 총 길이는 10.08 cm, 패턴의 폭은 1.2 mm이다.

이 경우   으로 근사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에 고려된 기판은 유전율이 4.4이고 두께가 0.6 mm

인 FR-4이다.

연속적인 저항 프로파일은 3 또는 4 개의 칩 저

항을 이용하여 이산화되었다. 급전선의 특성 임피던

스가 200 Ω일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어진 반

사계수는 그림 4와 같다. 저항성 안테나는 진행파형

안테나로 동작하여야 하나, 그림은 3 개의 칩 저항

을 사용할 경우 약 8 GHz에서, 4 개의 칩 저항을

사용할 경우 약 11 GHz에서 공진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 개의 칩 저항으로 약 8

GHz까지는 연속적인 저항 프로파일과 유사한 효과

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6은 특성 임피던스가 200 Ω인 급전선에

피크 주파수 2.0 GHz이고 피크 전압이 1 V인

differentiated Gaussian 펄스가 입사할 때 안테나로

부터 반사된 전압 파형과 공기 중으로 복사된

E-field를 시영역에서 보인 그래프이다. 그림 5와 6

에서 시간 축은 펄스가 한 암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하여 정규화 되었다. 그림 6에서는

세로축이 관찰자의 거리의 역수로 정규화(  ) 되

었다.

그림 4에서 안테나로부터 반사된 파형은 입사파

와 매우 유사하고 그 길이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타깃으로부터 돌아온 신호와 안테나에서

돌아오는 신호를 시영역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는 설계된 안테나가 매우 짧은 펄스를 복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안테나는 복사와 수신 특성 간

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설계된 안테나는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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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에서도 초광대역 펄스를 수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저항성 다이폴의 설계이론에 대해

서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과

장단점을 소개하였다. 전통적인 구현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PCB 제작 공정을 사용한 제작 방

법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저항 프로

파일의 이산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PCB 제작 공정에 사용될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저항의 개수는 3 또는 4개로 충

분할 것으로 보이나 4개가 사용될 경우 약 8GHz까

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성 임피던스가 200 Ω인 급전선에 펄스가 인가

될 경우 안테나로부터 반사되는 파형과 안테나로부

터 복사되는 파형을 시영역에서 도시하였다. 안테나

는 초광대역 펄스를 적은 왜곡으로 복사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본 안테나는 초광대역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로서 잘 동작할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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