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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링 구조를 사용한 역 다이폴 안테나 설계

The Design of Wideband Dipole Antenna using Four 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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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PCS/WCDMA/WiBro/Wimax 공용 계국 안테나로서 사용 가능한 역 다이폴 안테나를 제안한다. 

제안된 안테나는 네 개의 링 구조를 이용한 다이폴 안테나로서 기존 다이폴 안테나의 등방성 방사 특성을 나타내며 

역 특성을 개선시킨다. 제안된 안테나의 역 특성과 등방성 방사 패턴을 확인하기 하여 모의실험과  실제안테나

를 제작하고, 복사특성을 측정하여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 다. 측정결과는 계산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1.75∼3GHz 

역에서 2dB의 이득과 2:1이하의 VSWR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다이폴 안테나는 

PCS/WCDMA/WiBro/Wimax 공용 계국 안테나로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ideband dipole antenna that is usable as PCS/WCDMA/WiBro/WiMax public relay station antenna is 

proposed. The proposed antenna that designed by using double ring structure improves bandwidth performance of existing dipole 

antenna to wideband performance. To verify wideband performance and isotropic radiation pattern of the proposed antenna, 

simulation and fabrication have progressed, its radiation characteristic has measured and then compared with calculated result. 

Measured result is similar to calculated result and has gain of 2dB, VSWR of 2:1 over 1.75~3GHz. It is considered that the 

dipole antenna that designed in this paper can be usable as PCS/WCDMA/WiBro/WiMax public relay station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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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이동 통신 시장은  2세  음성 서비스 기반

에서 차 3세 , 4세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한 서비스 역의 

확장과 기존 역의 재활용에 따른 사용 역이 

차 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 수 역을 

통합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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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안테나 구조

<Fig. 1> Structure of proposed antenna

한 연구가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2]. 이

런 통합 시스템에서는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연결이 

원활해야한다는 제를 가지고 있기에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연결이 요해 지고 있다. 특히 자  

음 지역인  건물 집지역과 건물 내부에서의 원

활한 통신을 하여 소형 계국이 많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런 계국의 역할이 요해지고 있다. 일

반 인 계용 안테나는 면 방향성의 넓은 빔폭

을 가지는 방사 특성을 보여야 한다[3-5].

넓은 빔폭의 면 방향성 특성을 가지는 안테나

로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가 있지만 구조의 

특성상 역으로 구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4,6].

본 논문에서는 소형 계기로구 이 가능하며 

PCS, WCDMA, WiBro, WiMax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역 특성을 가진 평  다이폴 안테나를 제

시한다. 안테나의 구조는 네 개의 링 구조 방사체로 

다이폴의 유효 류 길이 증가와 안테나의 기  

길이 감소, 리액턴스 성분의 감소의 장 이 있어 

역 임피던스 매칭 특성을 얻게 된다.

한 상용화가 용이하도록 FR-4 기 을 사용하

으며, 안테나 구조 라미터 변화에 따른 반사손

실과 VSWR, 복사 패턴은 CST사의 MWS를 사용하

여 계산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구조의 안테

나를 설계 제작하고 복사 특성을 측정하여 계산치

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역 계국 소자로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한다.

Ⅱ. 본  론

제안된 안테나는 생산성을 고려한 평 형 안테나와 

역 특성에 유리한 다이폴 안테나의 성능을 가진 평

 다이폴 안테나 구조를 변경하여 원하는 상용 주 수 

역에서 역 특성을 가진 구조로 설계 하 다.

<그림 1>은 제안된 네 개의 링을 이용한 역 

다이폴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다이폴 안

테나에 네 개의 링 구조를 추가하여 평면 형태에 

구 한 구조이다. 네 개의  링 구조 방사체는 다이

폴의 유효 류 길이 증가와 안테나의 기  길이 

감소, 리액턴스 성분의 감소의 장 이 있어 역 

임피던스 특성을 얻게 된다.

안테나의 기본구조 라미터는 다이폴 소자의 길이 

C, 다이폴 축의 폭 A, 링의 내경 D, 링의 반지름 I, 링에 

들어가는 슬롯 직경 F, 다이폴과 링과의 간격 B 이다.

다이폴 소자는 뒷면에서 비아를 통하여 선

을 연결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 은 FR-4 기

 유 율 4.6, 투자율 1, 두께 1.6mm 이다. 

제안된 안테나 구조의 크기는 유 체 크기 80mm

× 80mm 에 72.8mm × 69.8mm 로 설계되었다. 

<그림 2> 링의 외경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Fig. 2> Return loss by varying the outer diameter

방사체의 크기는 기본다이폴 안테나가 장의 

길이 λ/2보다 작게 설계 되었으며 역 특성을 

도출하기 하여 각 라미터들의 변수 값에 따라 

최 화 작업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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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설계된 안테나의 링 외경의 길이를 

2mm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계산한 반사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링의 외경은 기  길이 연장과 표

면 의 증가로 인해 역 특성을 개선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3> 링 슬롯의 직경 길이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Fig. 3> Return loss by varying the diameter

of ring slot

<그림 3>은 안테나의 링 슬롯의 직경 길이를 

1mm간격으로 변화함에 따라 낮은 주 수와 높은 

주 수로의 공진주 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

음을 보인다. 링의 외경과 다이폴의 직경은 서로 상

호 향을 으로써 역 특성의 요한 라미

터가 된다.

<그림 4> 링의 내경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Fig. 4> Return loss by varying the inner diameter

<그림 4>는 안테나의 링 내경을 2mm 간격으로 

변화율을 주었을 때 계산값을 보여 다. 내경의 증

감에 따라 공진 역의 약간의 반사손실 변화와 

역 폭 분활에 향을 주게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 다이폴 길이의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Fig. 5> Return loss by varying the length of dipole

<그림 6> 다이폴 폭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Fig. 6> Return loss by varing the width of dipole

<그림 5>와 <그림 6>은 다이폴의 길이와 다이폴 

폭의 증감에 따른 변화를 보이며 다이폴 길이에 따

른 심주 수의 이동과 역폭의 증감에 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낮은 주 수 역과 

높은주 수 역의 이  공진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림 7>의 링과 다이폴축의 간격의 변화율에 

따라 약간의 심주 수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최 화 값을 바탕으로 상호 

향을 고려하여 얻어진 최  길이는 다이폴 폭 a =

25mm, 다이폴과 링과의 간격 b = 0.2mm, 다이폴의 

체 길이 c = 72.8 mm, 링의 내경 d = 9.5mm, 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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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 I = 10.5mm, 링 슬롯의 직경 f = 5.6mm을 갖는

다. 이때 최  구조의 시뮬 이션 결과는 -10dB 기

으로 1.5GHz~3.6GHz 약 2.1GHz의 반사 손실을 

가지며, 넓은 역폭의 역 특성을 보여 다.

<그림 7> 다이폴과 링의 간격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Fig. 7> Return loss by varying the gap between

dipole and ring

<그림 8>은 안테나의 반사손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9>를 통하여 임피던스 매칭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 설계된 안테나의 반사손실

<Fig. 8> Return loss of designed antenna

<그림 9> 설계된 안테나의 임피던스 값

<Fig. 9> Impedance value of designed antenna

1.8 GHz 2.2 GHz

2.6 GHz 3 GHz

<그림 10> 제안된 안테나의 방사패턴과 이득

<Fig. 10> Radiation pattern and gain of proposed

antenna

설계된 안테나의 시뮬 이션결과 방사 패턴은 

등방성 특성을 보이며 이득은 평균 2.4dBi를 나타내

고 있다.

   

1.8 GHz 2.2 GHz

    

2.6 GHz  3 GHz

<그림 11> 설계된 안테나의 표면 류 분포

<Fig. 11> Surface current distribution of design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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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작된 안테나의 구조

<Fig. 12> Structure of the proposed antenna

<그림 11>은 설계된 안테나의 표면 류를 부여

주고 있다. 공진 역에 따라 각 링에 일정한 류가 

배분됨을 보여 주게 된다. 안테나의 설계에서 류 

분포가 일정함은 낮은 반사 손실과 안정 인 임피

던스 매칭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표면 류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주 에 류 분포가 집 됨

에 따라 넓은 역폭을 나타내지 못하 지만 설계

된 안테나의 경우 네 개의 링이 추가됨으로써 류

분포의 연장과 외경과 내경에 따른 공진주 수의 

이동 특성을 보여 다.

Ⅲ. 제안된 안테나의 제작  측정

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테나를 구 하 다. 안

테나 기 으로는 유 율 4.6, 투자율 1, 두께가 1.6 

mm인 FR4 기 을 사용하 다. 

은 상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안테

나 앙에 공간을 확보하여 하는 방식을 채택

하 다.

은 SMA커넥터 앙에 연결하 으며 유 체 

기  포함 체 제작 크기는 80mm⨉ 80mm이다. 

제작된 안테나의 구조는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2>는 최 화 된 라미터로 실제로 안테

나를 제작하여 반사손실을 측정한 결과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측정 범 는 l.2GHz ~ 3GHz이며 시뮬 이

션에서의 역폭은 VSWR < 2 (< -10dB)기 으로 약 

2.1 GHz(1.5GHz ~ 3.6GHz)로 나타났으며 실제 제작된 

안테나의 역폭은 1.8 GHz(1.77GHz ~ 3.5GHz)의 

역 특성을 나타내었다. 시뮬 이션과 제작된 안테

나의 환경차이에 의한 오차 값으로 인해 약간의 

역폭 감소를 보여 다.

<그림 13> 제작된 안테나의 측정값

<Fig. 13> Measurement value of the fabricated antenna

<그림 13>은 제안된 안테나의 역 특성을 보

여주는 임피던스 값과 VSWR에 한 결과를 나타

낸다. 주 수 Flow에서의 임피던스 값은 29+j14Ω , 

주 수 Fmid에서의 임피던스 값은 5-j0.83mΩ , 주

수 Fhigh에서의 임피던스 값은 40-j2.5Ω  으로서 

거의 부분의 값이 50Ω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따라서 제안된 안테나는 상용 주 수 역인 

1.77GHz ~ 3GHz에서 임피던스 성분이 증가하여 상

으로 커패시터 성분을 감소시킴으로써 반사손

실 특성이 우수하여 역 안테나로 합하다. 

한 제안된 안테나는 VSWR< 2 (≤ -10dB)을 만족

한다.

<그림 14>은 제작된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측정

한 그림이다. 실제 측정된 E-plane과 H-plane의 방사

패턴을 보여 다. 안테나의 측정범 는 1.7 GHz에

서 15°씩 증가해서 2.8 GHz까지 측정한 결과이며, 

원하는 주 수 역에서 약 89%의 방사효율과 

방향성 방사특성을 나타내었다.

측정된 안테나의 이득은 1.70GHz ~ 2.8GHz 역에

서 3.86 dBi ~ 6 dBi 로 이동통신용 안테나로 사용하

기에는 양호한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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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4> 제안된 안테나의 (a)임피던스 값 과 (b)VSWR

<Fig. 14> (a)Impedance and

(b)VSWR of the proposed antenna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WCDMA/WLL/ 성 DAB/wirbro서

비스에 사용이 가능한 네 개의 링 구조를 이용한 

역 다이폴 안테나를 설계 하 다. 기존 다이폴 안

테나를 평 에 구 하 고 안테나의 역 특성과 

크기 감소를 하여 네 개의 링 구조를 제안하 다.  

최 화된 라미터로 제작한 안테나는 동일 주

수에서 동작할 수 있는 평  다이폴 안테나의 크기에 

비해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으며 역 특성을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는 1.75GHz ~ 2.8GHz 역에서 

VSWR < 2 (≤ -10 dB)을 기  36 %의 넓은 역폭과 

3.86 dBi ~ 6 dBi의 이득  방향성 방사 특성을 얻

었다. 설계된 안테나는 이동통신 계용 안테나에 성

능에 만족함으로써 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a) E1 - 평면의 방사패턴

(b) E2 - 평면의 방사패턴

(c) H - 평면의 방사패턴

<그림 15> 측정된 안테나의 방사패턴

<Fig. 15> Radiation pattern of measur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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