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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차분 시간영역법을 이용한 갭 결합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안테나의 설계 및 해석

신호섭*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한차분 시간영역법(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method)을 이용하여 단일 패

치를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와 2개의 패치를 갖는 광대역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패치안테나를

설계 및 해석하였다. 반사파를 최소로 하기 위해 Mur의 2차 흡수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이 안테나의

구동패치의 길이와 폭, 기생패치의 길이와 폭, 구동패치와 기생패치의 간격 등에 의한 반사손실, 전압

정재파비, 입력 임피던스 등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해석하여 최적의 광대역 안테나의 설계치를 보여

주었고 이로부터 복사패턴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대역 안테나 특성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Design and Analysis of Gap Coupled

Microstrip Patch Antenna using the FDTD method

Hosub Shin

Abstract

In this paper, the single patch microstrip antenna and gap coupled broadband microstrip patch

antenna using FDTD(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method) are analyzed. Mur's 2nd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to minimize reflected wave is applied. Return loss, voltage standing wave

ratio, and input impedance by the length and width of driving patch, the length and width of

parasitic patch, and the distance between driving patch and parasitic patch have been analyzed.

Design parameters and radiation patterns of broadband antenna have been also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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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무선통신장비

가 많이 보편화됨에 따라 휴대할 수 있는 소

형․경량의 무선통신장비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무선통신장비에 탑재되는 안테

나의 소형․경량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마이

크로스트립안테나는 소형․경량으로 제작이 용

이하고 휴대가 가능하다. 또한 여러 유형의 구조

에 제작이 가능하고 이미 원형, 삼각형,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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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을 포함한 임의의 구부러진 표면에서 이용이 가

능하다. 반면에 주파수 대역폭이 3～4%로 작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때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판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 대수 주기 배열 방법, 동일 평

면상에 여러 개의 패치를 중복적으로 겹치는 방

법, 기생소자가 용량성 결합으로 부가된 안테나

를 사용하는 방법, 개구 결합 적층 마이크로스트

립 안테나를 이용하는 방법[1,2], 다층기판을 이

용하는 방법[3], 광대역 평편형 모노폴 안테나를

이용하는 방법[4]과 패치를 접지면 위에 떠있게

하고 비전도 핀으로 지탱하게 하는 방법[5]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광대역 특성을 갖는 마이

크로스트립 안테나는 기판의 두께가 두꺼워지거

나, 구조가 복잡해지면 효율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정확한 해석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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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구조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광대역에 걸친 주파수에

서 반복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주파수 영역에서

의 해석방법은 비효율적이고 계산시간이 지나치

게 많이 걸린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패치(구동패치)를 갖는 마

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기생패치가 gap을 두고

부착된 광대역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를

유한차분 시간영역법[6-8]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

역에서의 반사손실, 전압 정재파비, 입력 임피던

스, 복사패턴 등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안테나

의 구동패치의 길이와 폭, 기생패치의 길이와 폭,

구동패치와 기생패치의 간격 등을 변화하면 안테

나의 반사손실, 전압 정재파비, 입력 임피던스 등

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 변함을 알 수 있었다.

2.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구조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갭 결합 마이크로스

트립 안테나는 같은 평면상에서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에 의해 급전되고 구동패치와 기생패치로 나

누어진다. 이 안테나의 평면형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직사각형 형태의 메쉬를 이용하였다. 공간분

할간격은 ∆x mm  △y= mm , ∆z
=0.35 mm이고 시간분할간격은 ∆t=0.625 ps이고
총 메쉬영역(dimension)은 x y z 방향으로 각각
15×249×225로 하였다. 또한 급전선로인 마이크로

스트립선로의 길이는 진행펄스의 안정화시간을

고려하여 0.5λ g이상 되게 하였다. 패치에서 구동

패치의 길이 L1과 폭 W1은 각각 26.5 mm와 30

mm이고 기생 패치의 길이 L2와 폭 W2은 각각

25.5 mm와 30 mm, 그리고 구동패치와 기생패치

의 간격 S는 0.7 mm로 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기판은 유전율이 ε r=2.6이고

두께가 1.575 mm인 테프론기판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중심주파수 3.4 GHz에서 급전선로인 마이

크로스트립선로의 폭 W f=1.251 mm로 하였다. 포
트 1에 대해 기준면(reference plane)은 구동패치

의 가장자리로부터 20△z만큼 떨어진 곳으로 하

였다. 인가신호는 펄스폭을 조절함으로써 dc로부

터 원하는 차단주파수까지 주파수영역정보를 얻

을 수 있고 주파수스펙트럼이 또한 가우시안형태

인 가우시안 펄스를 사용하였다. 가우시안 펄스의

펄스폭은 20 ps로 하여 3000△t까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3.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최적화

계산 및 결과

(그림 2)의 (a)～(e)는 각각 구동패치의 길이와

폭, 기생패치의 길이와 폭, 구동패치와 기생패치

의 간격 등을 변화시키면서 안테나의 전압 정재

파비를 주파수영역에서 본 것이다. 전압 정재파

비가 2이하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폭 구간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L1=26.5 mm,

L2=25.5 mm, W1=30 mm, W2=30 mm, S=0.7

mm일 때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최적치를

만족할 때 사용가능한 주파수대역폭은 약 220

MHz정도가 된다. 반면에 단일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대역폭은 60 MHz정도였다. 그림 (e)에

서 s=0.7 mm, 1.0 mm, 1.5 mm일때는 단일공진을

이루지만 s=0.5 mm일때는 이중공진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이는 갭(s)이 좁아지면서 패치사이의

커플링의 증가로 인해 스미스챠트상에서 큰 궤적

(loop)을 그리기 때문이다.

(그림 3)은 임피던스정합된 단일패치 안테나와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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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입력임피던스를 주파수영역에서 계산한 것

(a) L1값 변화에 따른 전압 정재파비

(b) W1값 변화에 따른 전압 정재파비

(C) L2값 변화에 따른 전압 정재파비

(d) W2값 변화에 따른 전압 정재파비

(e) S값 변화에 따른 전압 정재파비

(그림 2)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전압

정재파비의 변화

이다.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단일패치 마이크로스

트립 안테나는 단일공진이고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협대역이지만,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

테나는 이중공진이고 사용 가능한 주파수대역이

광대역임을 알 수 있다.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는 두 패치로부터 복사되는 필드의 증가로

인해 안테나의 전체 복사저항을 줄이고 입력임피

던스를 낮춤으로써 광대역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는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반사손실값을 0에서 20 GHz까지 나타낸 것으로

공진주파수의 설계치와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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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일패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b)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그림 3)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입력임피던스

(그림 4)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반사손실

(그림 5) 1200∆t에서 유전체 접속면에서의

전계(Ex)의 분포

급전선로와 패치가 인쇄된 면과 유전체 접속면

에서의 전계의 분포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본

그림은 t=1200∆t에서의 전계(Ex)의 진행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써 구동패치뿐만아니라 기생패치까

지 전계가 전파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 6)는 공진주파수 3.4 GHz에서 본 단일패

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와 갭 결합 마이크로스

트립 안테나의 복사패턴에 대해서 유한차분 시간

영역법을 이용한 계산결과이다. 갭 결합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를 단일패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

나와 비교할 때 broadside(패치의 정면방향)에 비

해 후방의 복사가 더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패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

나에 기생패치를 갖는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대해 구동패치의 길이와 폭, 기생패치의

길이와 폭, 구동패치와 기생패치의 간격 등의 설

계변수를 최적화시킴으로써 광대역 특성을 갖는

안테나의 최적치를 제시하였다. 설계변수의 변화

에 따라 공진주파수뿐만 아니라 정재파비, 반사손

실, 입력임피던스에도 영향을 주며 사용할 수 있

는 주파수 대역폭에도 많은 영향을 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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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일패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b)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그림 6) 단일패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와 갭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복사패턴(E Plane)

유한차분시간영역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스트

립 안테나의 시간영역 및 주파수영역 응답특성을

볼 때 해석영역 공간에서 전자파가 전파특성을

유지하면서 반사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 Mur의 2차흡수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간영역에서의 한 관측점에서의 전자파의 진행

및 반사파의 크기도 0부터 3000△t까지 계산하였

고 이 과도응답결과인 시간영역에서 구한 값을

Fourier변환함으로써 주파수영역에서의 정재파비,

반사손실, 입력임피던스를 구하였으며 또한 공진

주파수 3.4 GHz에서의 복사패턴도 얻었다. 본 논

문에서 제시한 안테나는 광대역을 필요로 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 응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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