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3 -

Ⅰ. 서  론

현대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통신 서
비스와 많은 정보들을 교환해야하는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으며, 유선보다는 무선에 의해 이를 해
결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
여 여러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또한 광대역인 
무선통신 시스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술 추세에 맞추어 
최근 안테나 설계 기술 분야에서도 광대역 안테
나 또는 다중대역 안테나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동 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안테나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이 점차 소형화, 경량화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스
트립 안테나는 대표적으로 소형, 경량 안테나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여러 개의 방사 패치를 동일
한 유전체 기판 위에 배열하거나 여러 층의 기판
을 이용하여 쌓아 놓은 ‘다공진기 안테나’ (multi- 

resonator antenna)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고유 
주파수가 다른 여러 개의 방사 패치를 적절히 배
열하여 공진 주파수들이 서로 인접하도록 하면 
광대역 혹은 다중대역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적층
형 패치 안테나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패
치 간격을 0.05파장 정도로 하여 대역폭이 약 
10%인 광대역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사각형 패치 안테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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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직사각형 및 삼각형 기생 패치를 이용한 광대역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를 제
안하였다.  직사각형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위에 직사각형 및 삼각형 모양의 기생 패치들을 적층하여 
860MHz대역에서 광대역 특성을 얻었다. 주 방사부인 마이크로스트립안테나와 기생 패치와의 효과적
인 결합은 이들 사이에 두꺼운 공기층을 두어 구현하였다. 또한, 이들 공기층 두께와 기생 패치의 위
치는  광대역 정합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제안된 안테나는 119mm×109mm 크기의 소형 
접지면 위에 설계되었으며, 안테나의 임피던스 대역은 780MHz~890MHz로 CDMA 대역을 만족한다.

ABSTRACT

A wideband stacked patch antenna with parasitic elements, rectangular and triangle shaped patches, is proposed. 
Two different shaped parasitic elements are placed in the above of main rectangular microstrip patch antenna in 
order to achieve wide bandwidth for 860 MHz band. Coupling between the main patch and parasitic patches is 
realized by thick air gap. The gap and locations of parasitic patches are found to be the main factor of the wideband 
impedance matching. The proposed antenna is designed on a ground plane with small size of 119 mm × 109 mm 
for application of compact transceivers. And the impedance bandwidth of the antenna should satisfied CDMA band 
to the 780MHz~89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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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각형 및 삼각형 모양의 기생성패치를 적층으
로 배치하는 구조의 소형 광대역 안테나를 제안
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주방사 패치와 기생 패
치를 공기층을 사이에 두고 수직 방향으로 배치
하여 이들 간의 결합을 통해 광대역 특성을 갖도
록 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를 860MHz 대역 광대역 안테나
로 동작하도록 안테나 치수들을 조절한 후 FR4 

기판 상에 안테나를 제작하고 성능을 측정하였다.

Ⅱ. 안테나 구조 및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CDMA 대역 광대역  안테
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안테나 구조

주패치 안테나는 기본 직사각형 마이크로스트
립 형태이며, 안테나의 길이는 사용 기판의 유전

율을 고려한 관내파장( )의 반 파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급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50Ω이며, 패치
의 양측 복사에지 모두 급전되도록 이중급전 구
조를 갖게 하였다. 

급전 신호는 1:1 전력 분배기를 통과하여 180

도 위상차를 갖도록 안테나 중앙을 기준으로 급

전부를 거리만큼 이동시켰다. 광대역특성을 

얻기 위해 기생패치들이 인쇄된 상부기판은 주패
치 기판과 충분한 거리(13.0 mm)를 두었으며, 상
부기판의 아랫면과 윗면에는 직사각형 패치와 삼
각형패치가 각각 배치된다. 특히, 삼각형 기생 패
치는 수직 접지 케이스와 근접시켜 접지와의 결
합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Ⅲ. 특성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2의 안테나 구조의 특성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VSWR≤2인 주파

수 대역은 780MHz~890MHz로서 광대역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사용 주파수 대역인 CDMA 대역
을 포함하는 양호한 특성이다. 또한 835 MHz 주
파수에서 3dB 빔폭은 수직패턴 약 94° 및 수평패
턴 약 88°이며, 기존 단일 마이크로스트립안테나
의 방사패턴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반사계수

① vertical plane(y-z) ② horizontal plane(x-z)

(b) 복사패턴 (835 MHz)

그림 2. 설계된 안테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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