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1

이  L형 인셋 된 2.5GHz용 
층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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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L-shaped Dual Inset Feeding Microstrip Stacked Patch Antenna 
for 2.5GHz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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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이득을 넓히기 해 많이 사용되는 층형 구조에 이  

과 L형 인셋  선로 매칭회로를 이용하여 이득  역폭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하 다. 제안된 구조

는 주패치 안테나의 두 개의 방사 에지(edge)에 각각 L 모양의 인셋 회로를 갖는  선로를 연결한 구조

이다. 그리고 기생패치는 주패치 에 한 거리를 두고 놓여 있는 구조이다. 주패치의 크기는 공진주 수가 

목표로 하는 주 수 역의 심 주 수에 근 하도록 설계한다. 측정 결과 단일 보다 심 있는 2.3∼

2.7GHz 역에서 역폭은 180MHz 이상 증가되었고 2.7Ghz에서 최  2.5dBi의 이득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improvement of gain and bandwidth characteristics by using double feeding and 

L–shaped inset feed line matching circuit in  microstrip stacked  patch antenna which is widely used to broaden the 

gain of general microstrip antenna. The proposed structure is composed of two feeding edges of the main patch 

antenna, each of them are connected to a feeding line having an L shaped inset feeder. And the parasitic patch is 

placed at a proper distance above the main patch. The size of the main patch is designed so that the resonance 

frequency is close to the center frequency of the target frequency b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bandwidth was increased more than 180MHz in the 2.3-2.7 GHz band, which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single feed, 

and the gain improvement of 2.5dBi was obtained at 2.7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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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첨단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고

속 데이터 송수신을 충족하기 하여 다  역  

역 무선통신 시스템의 요구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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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테나 역시 다 역  역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무선 단말기에 장착이 용이하도록 

소형화, 경량화 되고 있다. 안테나를 소형화  경량

화를 가능하게 하는 표 인 안테나는 평면 안테나

이다[1].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는 PCB기  상에 에칭기법

에 의해 원하는 형상을 비교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

어서 속재질의 구조들에 비해 소형, 경량이고 량

생산이 용이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3]. 

지된 유 체 기  에 구성된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반 장 길이의 직사각형(혹은 원형) 패치의 

한쪽 에지(edge)에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하거나 

지면 아래로부터 동축 선로로 할 수 있다. 

직사각형 패치 안테나의 복사 필드는 복사에지

(radiating edges)로 부터 복사되는 주 편 성분과 비

복사에지(non-radiating edges)로부터 복사되는 교차

편 성분으로 나  수 있으며, 패치면에 수직한 최

복사 방향을 벗어나면 교차편  성분이 차 증가하

게 된다[4-7]. 이러한 교차편  벨을 낮추는 방법으

로는 배열 안테나를 구성하여 각 안테나에서 발생된 

교차편 를 상쇄시키는 방법이 리 사용되고 있고, 

최근 패치 안테나의 양측 복사에지에 180도 상차를 

갖는 이 을 함으로써 교차편 를 감시키는 안

테나를 설계한 연구들이 보고 된 바 있다[8-9]. 

본 논문에서는 에서 언 된  이   구조를 

이용하여 층형 패치 안테나의 이득과 역폭 특성

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 즉 복사 에지에 이  

된 역 층형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설계와 선에 연결된 주패치 안테나를 L형 인셋(L 

shaped inset)  방식에 의해 임피던스 정합을 얻

는 구조이다. 이외에 별도의 정합회로를 부가하지 않

으며, 주패치 에 기생패치를 층하여 역 특성

과 이득  효율을 개선시킨 안테나이다. 

Ⅱ. 안테나 구조

그림 1(a)는 역 특성을 구 하기 한 일반

인 층 안테나 구조의 단면을 보여  것이다. 그림 

1(b)는 일반 인 안테나의 을 해 사용된 표

인 단일 인셋(Inset)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a). 측면도
Fig. 1(a) cross-sectional view

그림 1(b). 제안된 단일  안테나 정면도
Fig. 1(b) top view of the proposed single 

feeding antenna

그림 1(c). 제안된 이  안테나 정면도
Fig. 1(c) top view of the proposed dual 

feeding antenna

그림 1. 안테나 구조
Fig. 1 Antenna structure

제안한 안테나 구조는 그림 1(c)와 같이 주패치의 

두개의 복사에지에 두개의 L형 인셋(L-shaped Inset) 

 구조를 갖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수

직으로 기생패치가 있는 스택구조의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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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패치(main patch)는 직사각형 마이크로스트립 패

치이고 기생패치(parasitic patch)는 주패치로부터 일

정거리(Hair)를 둔 직사각형 패치이다. 그림 1과 같이 

주패치와 기생패치는 크기가 다르다.

일반 스택 구조의 안테나와 제안 구조인 그림 1(c)

와 가장 큰 차이 은 안테나 이득 특성 개선과 정합

을 해 안테나에 수직 방향으로 180도 상차가 있

는 L형 인셋 을 사용 한 것이다. 

주패치와 기생패치에 사용된 기 은 FR4(=4.3)로 

1.6mm의 두께를 가지며, 크기는 80×80(mm)로 제작하

여 지그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하 다. 각각의 안테나

는 지면, T-형 력 분배기, 임피던스 매칭용 스터

, 주패치 그리고 기생패치로 구성된다. 안테나의 아

래 기 에는 지면, 력 분배기, 스터 , 주패치가 

놓이며, 쪽 기 에는 기생패치가 놓여있다. 주패치의 

크기는 30×34(mm)이고, 기생패치의 크기는 

40×44(mm)이다. 입력 선은 50Ω 선로이며, 기생패

치는 주패치로 부터 7.5mm(H_air)를 띄워 배치하 다.

주패치  기생패치의 크기와 스터 의 길이 등을 

조 하여 심 주 수 2.5GHz의 WLAN(2.3∼2.7GHz)

용으로 합한 안테나를 설계하 다.

Ⅲ. 안테나 설계

그림 1(b), (c)는 단일 인셋 과 이  인셋  

방식의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구조이다. 일반

으로 기 의 두께가 장에 비해서 매우 작은 경우 

단일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역폭이 

3% 내외로 매우 좁고 복사효율이 낮아서 역 서

비스용 안테나 구조로서는 합하지 않다. 그에 비해 

그림 1(c)의 이  인셋  패치 안테나는 역폭이 

향상되고 빔 패턴의 이득이 개선된다.

제안된 그림 1(c)의 이  안테나를 설계하기 

해 먼  WLAN(2.3∼2.7GHz)용으로 합한 주 수

에서 공진되도록 패치의 폭(LLP)과 길이(HLP)를 결정

하 다. 안테나의 패치 사이즈는 단일  안테나와 

동일하게 하고 그에 부합하는 스터 의 길이를 조

하여 주패치 안테나를 설계하 다. 이득과 역폭을 

개선하기 해 주패치로 부터 7.5mm 치에 기생패

치를 부가하 다.

본 제안된 안테나의 특성을 연구하기 해서 주요 

라미터인 스터 의 길이  치 변화에 한 반사

손실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 다.

그림 2는 기존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에서 주패치에

서 스터 까지 치를 4mm에서 7mm까지 변화시켜 

반사 손실을 구한 것이다. 스터  치에 따라 반사 

손실의 역폭은 스터  길이가 스터  길이를 2mm

로 한 경우 7mm인 경우보다 약 90MHz 넓게 나옴을 

알 수 있다. 스터  치가 정합특성 변화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는 라미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단일 인셋  길이 변화 그래
Fig. 2 Single inset length parameter sweep

한, 그림 3은 기존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그림 

1(b)]에서 스터  길이를 4mm에서 10mm까지 변화시

켜 반사 손실을 구한 것이다. 그림에서처럼 스터  길

이를 증가시킴에 따라 높은 주 수에서의 반사 손실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에 낮은 주 수에서는 

반사손실 특성이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즉 4mm

인 경우 반사손실 10dB기  역폭이 430MHz이고 

10mm인 경우 역폭이 110MHz로 역폭 향상이 

320MHz만큼 증가되었다.

그림 3. 이  인셋  길이 변화에 따른 그래
Fig. 3 Dual inset length parameter sw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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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  이득(시뮬 이션 데이터)
Fig. 4 Max gain (Simulation Data)

그림 4는 같은 치수의 안테나에서 방사에지 한곳에 

한 방식으로 한 단일  안테나 그림 1(b)와 

두 곳의 방사 에지에 180도 상차를 두고 이   

한 경우인 그림 1(c) 안테나의 이득 특성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4에서 알 수 있듯이 주 수에 따른 이득

은 이  을 사용한 경우 2,8GHz에서 최  4.7dB 

이득이 증가 되었고 2.2GHz에서는 최소 0.6dB 이득 

가를 보 다. 따라서 원하는 주 수 역 내에서는 

0.8∼2.8dB의 이득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는 그림 1(c) 구조 안테나의 라미터를 나

타낸 그림이다. 그림 1(a)와 1(b)도에서도 그림1(c)와 

같은 구조의 경우 같은 라미터를 사용하 다.

그림 5. 제안된 이  안테나 도면
Fig. 5 Duel fed antenna with parasitic patch(proposed)

Ⅳ. 안테나 제작  측정

표 1은 그림 5에서 나타낸 라미터를 기 으로 

WLAN(2.3∼2.7GHz)용으로 합한 주 수에서 공진

되도록 안테나 라미터를 정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단일  안테나의 선의 길이를 포함하는 

체 크기는 100×100(mm) 이나 이  안테나는 

력분배기와 선을 T자형 모양으로 구부려서 

함으로써 체 크기가 80×80(mm) 소형화 되었다.

parameter value (mm) parameter value (mm) 

Sl, Sw 80 Slt 3

Gl, Gw 80 Slw1 36

Pl 30 Slw2 29.45

Pw 34 Sll1 14.5

Inl 5 Sll2 24.95

Inw 1 Pd1 15

Fdt 3 Pd2 10.05

표 1. 안테나의 설계 치수
Table 1. Parameter values of the designed antenna

그림 6. 제작된 안테나
Fig. 6 Fabricated antenna 

그림 7. 반사 계수 결과(시뮬 이션 & 측정 데이터
Fig. 7 Reflection coefficient(Simulation & Meas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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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표 1에서 얻은 최 화된 치수로 제작한 

안테나의 반사손실 비교 그래  이다.

스터 가 없는 스택 구조 안테나의 역폭은 2.3∼

2.62GHz로 300MHz에 불과하지만 제안한 안테나의 

역폭은 2.27∼2.75GHz까지로 약 480MHz로 약 

180MHz의 역폭 향상을 얻었다.

그림 8에서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방식의 안테나가 단일  방식보다 반사손실 특성

에서보다 역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측정을 한 셋업
Fig. 8 Test setup

안테나 이득은 Wi-fi(2.4∼2.48GHz) 심 주 수 

2.45GHz와 WiMAX(2.5∼2.69GHz) 심 주 수 

2.6GHz에서 각각 7.52dBi와 7.78dBi이다. Wibro(2.3∼

2.38GHz) 사용 주 수에서는 약 7dBi 이득을 얻었다. 

그림 8과 10에서와 같이 제안된 안테나 구조는 

WLAN 용 가능 주 수 역에서 시뮬 이션  

측정된 방사패턴  이득 특성은 거의 일치하 다.

그림 9. 제안된 안테나의 방사패턴 결과
Fig. 9 Radiation result of proposed antenna

Items
frequency [MHz]

2.4GHz 2.45GHz 2.5GHz 2.6GHz

Reflection  
coefficient 
(dB)

-39.3 -13.7 -12.2 -13.1

Gain(dBi) 7.3 7.52 7.59 7.78

표 2. 측정 결과
Table 2. Measured performanc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역 특

성을 개선하기 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층

형 안테나의 이득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소형화하기 한 사용된 구조는 주패치 안테나 내

부에 수직으로 두 의 L형 인셋(Inset)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 스택 구조의 안테나와 구조 인 큰 

차이 은 안테나에 수직 방향으로 180도 상차가 있

는 인셋  구조이다. 제안된 안테나는  WLAN 

역폭인 2.3∼2.7GHz용으로 설계 라미터를 결정하

다. 제안한 안테나의 역폭은 2.27∼2.75GHz까지로 

스터 가 없는 스택 구조 안테나의 역폭과 비교하

면 약 180MHz의 역폭 향상을 얻었다. 안테나 이득

은 역폭 내에서 최소 7.3dBi 최  7.8dBi를 얻어 

역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안테나 구조는 

주패치 선로에 정합용 병렬 스터 는 기생패치와 

지면 사이로 이루어지는 역 내부에 삽입되므로 

정합회로를 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소

형화도 유리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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