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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R 구조 이 역 마이크로스트립 패치안테나의 최  
설계

김규철

Optimum Design of a Dual-Band Microstrip Patch Antenna 
using the Square CSRR Construction

Gue-Chol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의 투자율(negative values permeability)을 가지는 CSRR(: Complementary split ring 

resonator)를 안테나의 그라운드면에 용하여 이 역에서 사용가능한 마이크로스트립 패치안테나를 최  

설계하 다. SRR의 음각형태인 CSRR을 안테나의 선 뒷면에 배치하여 역 지특성을 만들고 이를 이용

해서  성통신에 사용하는 L-band의 두주 수 f1(1.53GHz), f2(1.63GHz)에서 사용가능한 안테나를 제안하

다. 제안한 안테나는 마이크로스트립라인을 이용하여 배열이 가능하고 기존의 패치안테나에 비해 소형으로 제

작이 가능하다. 제작된 안테나는 f1과 f2에서 각각 –12.5dB, -14.5dB의 입력반사계수와 2.0dB, -0.8dB의 이득

을 얻을 수 있어 이 역에서 충분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dual band patch antenna was designed using a CSRR structure with negative values permeability which inserted into the ground plane. We 

propose an antenna that can be used in dual band f1(1.53GHz) and f2(1.63GHz) for satellite communications by using the CSRR placed on the backside of 

feeding line, which is a negative shape of SRR. The proposed antenna can be arrayed using microstrip line and can be made smaller than conventional patch 

antenna. The fabricated antenna has the input reflection coefficient of –12.5dB and –14.5dB at f1 and f2, and the gain of 2dB and –0.8dB, respectivel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was sufficient in the dual-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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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무선 통신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기

존의 역 단일모드특성을 지녔던 안테나는 다

역, 다 모드, 소형화와 같이 보다 개선된 특성이 요

구되어 지고 있다. 안테나를 소형화하는 방법은 비유

율을 높이거나 슬롯을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최근 메타구조를 이용한 안테나의 소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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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메타물질 구조는 

음의 유 율과 음의 투자율을 갖는 구조로 메타구조

를 이용하면 안테나의 물리 인 크기를 일 수 있다

[1-3]. 한  메타물질구조의 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역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역의 

특성을 얻어내는데 있어서 메타구조의 응용은 매우 

유익한 장 을 나타내며 이러한 연구가 국내외에 몇 

차례 발표가 되었으며, 최근에 메타물질 구조 에 

SRR(: Split Ring Resonator)과 CSRR(: 

Complementary Split Ring Resonator)를 회로에 용

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4-8]. 

CSRR은 속 에 식각(etching)된 두 개의 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Q값을 갖는 역 지 여 기

(band- elimination filter) 로 링의 크기와 선로의 폭 

 간격을 조정하여 공진주 수를 가변 할 수 있다.  

Dong은 패치의 앞면에 CSRR을 식각하여 이 역 

안테나를 구 하 으며 안테나를 소형화하 다. 한 

이 안테나는 의 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삼

역에서 공진을 이룰 수 있다[9]. 하지만 이 안테나

는 구조가 복잡하고 로 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이득을 얻기 해 패치안테나를 어 이시키는 것이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는 음의 투자율(negative 

values permea- bility)을 가지는 CSRR 고유의 특징

을 이용하여 이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안테나를 설계하 다. 제안한 안테나는  

CSRR의 크기를 조 하여 공진주 수를 있으며 일반

인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을 이용하여 하 으므

로 구조가 간단하고  배열이 용이하다. 제안한 안테나

의 실효성은 시뮬 이션과 제작한 안테나의 특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Ⅱ. CSRR 구조 공진기

SRR은 칭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속링이 겹쳐

져 있는 구조로  분포 인덕턴스성분과 분포 캐패시턴

스 성분에 의해 LC공진기로서 동작한다. 이 공진기는 

기 으로 소형이며, 높은 Q값을 갖는 특성을 보인

다. 음각의 SRR인 CSRR 은 동 에 SRR과 동일한 

치수와 모양으로 식각한 형태이며 SRR과 동일한 특

성을 갖는다[3]. SRR과 CSRR은 특정 공진주 수에서 

각각 강한 자기 커 링과 기  커 링을 만들며 유

효 유 율이 음이 되는 상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역 지 상이 발

생한다. 

(a) 사각 CSRR

  (b) 등가회로

그림 1. 사각 CSRR 구조
Fig. 1 Construction of Rectangular CSRR
(a) Rectangular CSRR, (b) equivalent Circuit

그림 1 (a)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직사각형 구조의 

CSRR이며 (b)는 등가회로이다[9]. 여기서 공진주 수

는 링의 가로  길이  와 갈라진 틈의 간격 d를 조

하여 가변시킬 수 있으며 주로 바깥쪽 링의 지름에 

의해 좌우된다. 특성은 원형 형태의 CSRR과 같으나 

사각의 패치안테나에 용이 용이하며, 링의 가로  길

이, 간격 d뿐 아니라 세로길이 를  조 하여 공진

주 수가 결정되므로 시뮬 이션으로 구  할 때 최

화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그림 2는 설계한 CSRR을 송선로의 지면에 식

각하여 주 수에 따른 송특성을 살펴보기 한 시

뮬 이션 구성이다. 그림 2-(b)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역 지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 지특성은 사각링

의 길이  과 폭 에 좌우되며 이 라메터들은 동작

주 수를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2-(b)

는 CSRR의 길이의 길이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를 보여 다. 길이   을 0.2mm씩 변화시켜 실험

한 결과 약 5MHz씩 공진주 수가 변화하 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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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R의 크기를 조 하여 원하는 주 수 역에서 공

진을 얻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 시뮬 이션 모델

(b) 반사계수

그림 2. CSRR의 달특성
Fig. 2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of CSRR
(a) Simulation model (b) Reflection coefficient

Ⅲ. CSRR 패치안테나 설계

사각의 CSRR을 일반 인 패치안테나의 선 뒷

면에 식각하여 이 역특성 얻는 안테나를 설계한다.  

은 마이크로스트립 송선로를 이용하여 하

다. 그림 3은 CSRR 패치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 CSRR 패치안테나의 구조
Fig. 3 Construction of CSRR patch antenna

CSRR의 배치는 안테나의 선의 뒷면의 지면

에 2개를 배치하 다. CSRR의 심에서 패치 심사이

의 거리는 시뮬 이션을 통하여 최 화 지 을 선정하

고 입력 임피던스 변화의 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

다. 그림4는 설계한 안테나를 모의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4. 입력반사계수 
Fig. 4 Input reflection coefficient

입력반사계수는 f1인 1.53 GHz에서 –19dB, f2인 

주 수 1.63GHz에서 –17dB의 결과를 얻었으며 정재

비도  1.53GHz에서 1.24, 1.63GHz에서 1.28의 우수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f1의 공진주 수는 

패치의 길이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며 f2의 공진주

수는 CSRR의 체 면 에 의해 결정된다. 

     (a) 1.53GHz           (b) 1.63GHz

그림 5. 표면 류 분포 
Fig. 5 Surface current distribution on the ground plane

그림5는 패치안테나의 지면에서의 표면 류분포

를 나타낸다. (a)는 1.53GHz의 표면 류분포를 나타

낸다. 일반 인 패치안테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패치

의 와 아랫부분에 류가 집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는 1.63GHz에서의 류분포로 CSRR에 

류분포가 집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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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입력임피던스 특성
Fig. 6 Input impedance characteristics 

이러한 결과로 두 개의 공진주 수가 서로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CSRR이 

선의 뒷면에 치하므로 패치의 공진주 수에 끼

치는 향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 역 

안테나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 역 안테나의 공진주

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6은 제안한 안테나의 입력임피던스 특성을 스

미스차트에 나타낸 것이다. 동작주 수에 따라 임피던

스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1 주 수와 f2주

수의 임피던스는 스미스차트의 앙부근에 치함으

로써 이 역에서 임피던스 매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선라인의 폭변화
Fig. 7 Variation of  feeding line width 

그림7은 선라인의 폭 변화에 따른 입력반사계

수(S11)를 시뮬 이션한 결과이다. f1과 f2 의 두개의 

주 수를 모두 매칭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주

수의 입력반사계수가 비슷해 질 때까지 선의 라

인을 폭을 히 조 하 다. 폭을 0.5mm에서 

1.9mm까지 가변시킨 결과 0.5mm인 경우 유사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안테나의 방사효율은 안테

나의 성능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 의 하나이다. 안

테나의 효율이 하되면 그만큼 방사 력이 어들고 

이득이 하된다. 성통신용 안테나의 경우 미약한 

신호를 취 하기 때문에 효율을 높게 만드는 것이 유

리하다. 안테나의 효율은 복사 력에 비례하므로 유

체 두께가 증가하는 것은 설 류가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하고 즉 복사 력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따

라서 안테나의 효율은 두께가 두꺼울수록 증가하게 

된다. 그림8은 패치안테나의 유 체 두께에 따른 공진

주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유 체의 두께가 두꺼워짐

에 따라 공진주 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이것은 유 체의 두께가 변화하면 패치안테나와 

CSRR의 커 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다음의 

식(1)과 같이 유 체의 두께는 역폭에 향을 다.

 

      ∝



  


                     (1)

여기서 B는 역폭이며, εr은 비유 율, W는 패치

안테나의 폭, L은 패치안테나의 길이, h는 유 체의 

두께를 나타낸다.

그림 8. 유 체 두께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Fig. 8 Variation of  resonant frequency vs dielectric 

lay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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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작  측정

패치안테나 구  시 원하는 특성을 얻기 해서는 

한 기 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

율이 4.5 두께가 1.5mm인 FR-4를 사용하 다. 

그림 9는 제작된 안테나를 보여주고 있다. 패치의 

키기는 48×47mm, 이고 CSRR을 포함한 안테나 체

의 크기는 90×90mm로 제작 되었다. 그림 10은 회로

망 분석기 Anritsu MS2034를 이용하여 제작된 안테

나의 입력반사계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패치안테나는 

1.53GHz에서 약 –12.5dB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1.63GHz에서-14.5dB의 반사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시뮬 이션에 비해 약 –3dB높은 결과를 얻었으며 

역폭에서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그림 9. 제작된 안테나
Fig. 9 Fabricated antenna 

그림 10. 제작된 안테나의 입력반사계수
Fig. 10 Reflection coefficient of Fabricated antenna 

그림 11은 자  무반사실에서 측정한 이 역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나타낸다. 1.53GHz와 1.63GHz 

모두 무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사패턴도 f1, f2 주

수 모두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한 

1.53GHz에서는 -0.8dB, 1.63 GHz에서는 2.0dB의 이

득을 얻었으며 효율은 1.53GHz에서는 29.3%, 

1.63GHz에서는 37.3% 의 측정결과를 얻어 충분한 성

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X-Z plane(Φ=0)

(b) Y-Z plane(Φ=90)

그림 11. 제작된 안테나의 방사패턴

Fig. 11 Radiation pattern of fabricated antenna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SRR구조를 패치안테나의 지면

에 삽입하여 이 역에서 동작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안테나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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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R의 역 간 지특성을 이용하여 이

역안테나를 최  설계하 으며 제안한 안테

나를 측정한 결과 1.53GHz에서 약 –12.5dB의 

반사계수와 -0.8dB의 이득을 얻었고 효율은 

29.3% 다. 한  1.63GHz에서 약 –14.5dB의 

반사계수와 2dB의 이득을 얻었고 효율은 

37.3%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제작 

 설계가 간단하여 안테나뿐 아니라 향후 다

양한 고주 회로에 용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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