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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무

선통신의 이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무선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무선통신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은 0.8～6 GHz

에 속해 있으므로 이 영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0.8～6 GHz 대역에서 서비스되
고있는통신방식으로는 Cellular/GSM800(824～894 MHz), 
GSM900(880～960 MHz), ISM(902～928 MHz / 2,400～
2,484 MHz / 5,725～5,850 MHz), GPS(1,570～1,577 MHz), 
DCS/GSM1800(1,710～1,880 MHz), PCS/GSM1900(1,850～

두 개의 팔을 가진 초광대역 자기상보형 시뉴어스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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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ellular/GSM800, GSM900, ISM, GPS, DCS/GSM1800, PCS/GSM1900, WCDMA/UMTS/IMT2000, WiBro, 
WLAN, WiMax의 주파수 대역(0.824～5.85 GHz) 전체를 포함하는 초광대역 시뉴어스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뉴
어스 안테나는 두 개의 팔(arm)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상보(self-complementary) 구조로 설계하여 주파수 무관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안테나는 클로펜스타인 테이퍼(Klopfenstein taper) 구조의 광대역 발룬(balun)을 사용하여 50 Ω에 정
합시켰다. 측정 결과, 제안한 안테나의 대역폭은 반사손실 —10 dB를 기준으로 할 때 0.76～6 GHz까지 5.24 GHz로, 목표
주파수 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사패턴은 E-plane과 H-plane 모두에서 전체 동작 주파수 대역에 걸쳐
거의 변화 없이 양방향성 브로드사이드 빔을 보였으며, 최대 이득은 2.32～6.01 dBi로 측정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ultra-wideband sinuous antenna that operates in a whole frequency range (0.824～5.85 GHz) of Cellular/GSM-
800, GSM900, ISM, GPS, DCS/GSM1800, PCS/GSM1900, WCDMA/UMTS/IMT2000, WiBro, WLAN and WiMax. The proposed 
antenna, which is composed of two sinuous arms, is designed as a self-complementary structure in order to have frequency-independent 
characteristics. It also uses a wideband balun of Klopfenstein taper structure to match to 50 Ω.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10 
dB return loss bandwidth of the proposed antenna is 5.24 GHz that ranges from 0.76 to 6 GHz, which covers all the frequency bands 
of the various wireless services. Within the entire operating frequency range, the measured radiation patterns in both E-plane and H-plane 
show nearly constant bidirectional broadside beams and the maximum antenna gain is measured to fall between 2.32～6.01 dBi.   

Key words: Sinuous Antenna, Ultra Wideband, Frequency Independent Antenna, Self-Complementary Structure, Klopfenstein Taper, 
Wideband Balun, Impedanc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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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MHz), WCDMA/UMTS/IMT2000(1,920～2,170 MHz), 
WiBro(2,300～2,400 MHz), WLAN(2,400～2,484 MHz / 5,150 
～5,825 MHz), WiMax(2,500～2,690 MHz / 3,400～3,600 
MHz) 등이 있다[1]. 통신 장비 하나로 이러한 다양한 서비
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려면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갖

는 초광대역 안테나(ultra wideband antenna)가 필요하다. 
여러 종류의 광대역 안테나 중에서 시뉴어스 안테나

(sinuous antenna)는 주파수 무관형 안테나(frequency inde-
pendent antenna)의 일종으로 입력 임피던스, 방사패턴, 편
파, 이득 등의 안테나 특성이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거의
일정하다. 이러한 주파수 무관형 안테나는 안테나 구조를
각도조건(angle condition)과 비례계수(scaling factor)로 정
의하여 설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 시
뉴어스 안테나이다. 또한, 안테나의 모양을 자기상보(self- 
complementary) 구조를 만족하도록 설계하면 안테나의 입
력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0.8～6 GHz 대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모든 통신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초광대

역 시뉴어스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안테나는 각도
로 정의되는 시뉴어스 곡선 방정식을 사용하여 두 개의

팔(arm)을 자기상보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입력 임피던스
가 양호한 주파수 무관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또한,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를 50 Ω의 특성 임피던스에 정
합시키기 위해 클로펜스타인 테이퍼(Klopfenstein taper) 
구조의 광대역 발룬(balun)을 이용하여 안테나를 급전시
켰다. 안테나와 발룬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은 Ansys사의
HFSS[3]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실제 제작을 통해 그 특
성을 분석하였다.

Ⅱ. 시뉴어스 안테나와 발룬의 설계

2-1 시뉴어스 안테나의 구조 및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두
개의 팔을 가진 시뉴어스 안테나이다. 시뉴어스 안테나에
서 방사소자로 동작하는 두 개의 팔은 각각 여러 개의 셀

(cell)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셀은 팔에서 좌, 우로 꺾
인 각각의 부분들을 말한다. 시뉴어스 안테나의 각 셀은

그림 1. 시뉴어스 안테나의 구조
Fig. 1. Geometry of the sinuous antenna.

 
시뉴어스 곡선 방정식을 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시뉴
어스 곡선은 각도 와 축소율 로 정의된다. 셀의 개수
가 일 때, 번째 셀 ≤ ≤ 을 정의하는 방정식과

이를 구성하는 파라미터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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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는 곡선을 정의하는 극좌표계의 반지름과

각도이다. 와   은 각각 번째와  번째 셀의

바깥쪽 반지름이다. 은 첫 번째 셀의 반지름이며, 

은 첫 번째 셀에 의해 결정되는 파장으로 시뉴어스 안테

나의 가장 낮은 동작 주파수 에 해당하는 파장이다. 이
때 파장은 기판의 유효 유전상수 를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시뉴어스 안테나의 크기는 에 의해 정해진다. 
은 맨 마지막 셀의 반지름이고, 는 가장 높은 주파

수 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역시 을 고려한 것이다. 
는 축소율로, 번째 셀과  번째 셀의 바깥쪽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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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비로 정의된다. 는 번째 셀의 각도 폭(angular 
width)이며, 는 원점을 중심으로 한 각 셀의 회전각도
(rotation angle)이다. 시뉴어스 안테나를 자기상보 구조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 식 (6)을 만족해야 한다. 자기상
보 구조를 갖는 시뉴어스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는 식

(7)로 정의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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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7)
  

여기서 입력 임피던스  은 접지(ground)를 기준으로
한 각각의 팔의 임피던스이고, 은 팔의 개수이다. 은
시뉴어스 안테나의 동작 모드(mode)로, 급전을 시키는 방
법에 따라 정해진다. 개의 팔을 가진 시뉴어스 안테나
에는    가지의 모드가 존재하고, 모드에 따라서 입
력 임피던스 값이 달라진다. 제안한 시뉴어스 안테나는
두 개의 팔을 가진 자기상보 구조의 안테나이므로 식 (6)
에 의해 는 이며, 식 (7)로 입력 임피던스를 계산하
면 188.5 Ω이 나온다. 
설계 목표에 따라 =800 MHz,  =5,800 MHz로 설정

하면, 기판의 상대 유전율이 =1일 때 가장 큰 첫 번째
셀의 반지름은 =39.7887 mm, 가장 작은 번째 셀의

반지름은 =2.7441 mm로 정해진다. 안테나를 구성하는
시뉴어스 패턴은 셀의 개수 이 커질수록 시뉴어스 패턴

이 촘촘하게 형성된다. 셀이 많을수록 양호한 주파수 무
관 특성을 보이지만 안테나의 제작이 어렵고, 발룬을 사
용하여 급전을 하는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적절

한  값을 선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셀의 개수를
  로 설정하고, 축소율은 =0.6825로 한 다음, 최적
의 시뉴어스 안테나 설계 파라미터를 얻기 위해 Ansys사
의 HFSS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2의초록색 곡선은 시뉴어스안테나의치수가 

=39.7887 mm, =2.7441 mm, =90°, =45°, =0.6825, 
  일 때 주파수에 따른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의

실수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낮은 동작주파수를

그림 2. 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의 변화
Fig. 2. Simulated input impedances for various values of 

 .

=800 MHz로 설계했지만, 800 MHz보다 훨씬 높은 1.5 
GHz가 되어야 임피던스 값이 안정된다는 것을 그래프에
서 확인할 수 있다. 800 MHz부터 안정된 임피던스 특성
을 나타내도록 설계하기 위해 =800 MHz일 때의 을

100 %(기준)로 하여   값을 85 %, 70 %, 55 %, 40 %로
15 %씩 낮춰가며 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의 특성변화

를 살펴보았다. 식 (4), (5)로부터 =800 MHz일 때 = 
39.7887 mm을 기준으로 하면, 85 %인 =680 MHz일 때
=46.8103 mm, 70 %인 =560 MHz일 때 =56.8411 
mm, 55 %인 =440 MHz일 때 =72.3432 mm, 40 %인
=320 MHz일 때 =99.4718 mm이 된다. 그림 2에 나
타나 있듯이, 이 낮아질수록, 다시 말해 이 커질수

록 임피던스 값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점은 낮은 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해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기준의 40 %에
해당하는 =320 MHz, =99.4718 mm일 때 목표로 하
는 800 MHz에서 안정된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 =99.4718 mm일 때의 임피던스를 보면
800 MHz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안정된 특성을 나타
내고 있으므로 안테나의 크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77.6366 
mm을 최적 값으로 구하였다. 
그림 3은 기판의 상대 유전율   값에 따른 안테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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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임피던스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파란색 곡선은 안테나의 치수가 =77.6366 mm, 

=2.7441 mm, =90°, =45°, =0.707이고, 기판의 상대
유전율이 =1일 때의 입력 임피던스를 계산한 결과이
다. 목표로 설정한 최저 동작주파수인 800 MHz에서 시작
하여 최고 동작주파수 5.8 GHz를 넘는 주파수 범위까지
입력 임피던스의 실수부가 이론치인 188.5 Ω 근처에서안

정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식 (4)와 (5)에
서 보듯이, 안테나 셀의 반지름은 기판의 유효유전상수
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기판의 상대 유전율
  값이 달라져도 최저 동작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 특성
이 같아지도록 의 값을 다시 계산하면 =1일 때는
=77.6366 mm, =2.5일 때는 =70.8722 mm, =4.4
일 때는 =65.6149 mm가 되어 기판의 상대 유전율이
증가할수록 안테나의 크기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보듯이, 기판의 상대유전율 이 1, 2.5, 4.4로증가
할수록 입력 임피던스의 값은 점점 작아지지만, 그 대신
임피던스 값의 변동 폭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의 값이

작을수록 입력 임피던스 값은 커지지만, 임피던스의 변동
폭이 작아져 임피던스가 더욱 양호한 주파수 무관 특성

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피던스 정합용
발룬을 설계해서 안테나에 급전시킬 것을 고려해, 임피던
스 변동 폭이 크지 않으면서도 입력 임피던스가 높지 않

0.5 1 1.5 2 2.5 3 3.5 4 4.5 5 5.5 6
-100

0

100

200

300

400

500

Frequency [GHz]

Im
pe

da
nc

e 
[O

hm
]

 

 

er =1,   re(Z)

er =1,   im(Z)

er =2.5, re(Z)

er =2.5, im(Z)

er =4.4, re(Z)

er =4.4, im(Z)

그림 3. 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의 변화
Fig. 3. Simulated input impedances for various values of  .

표 1. 제안한 안테나의 최적 파라미터 값
Table 1. Optimized parameter values of the proposed an-

tenna.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값

동작주파수 대역 0.8～6 GHz  90°

팔(arm)의 개수 2개  45°

셀(cell)의 개수 8개  0.707

안테나 반지름  70.8722 mm  2.5

은 =2.5을 기판의 상대 유전율로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의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를종합하여 표 1과 같이 최적의
안테나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2-2 클로펜스타인 테이퍼 구조의 발룬 설계

제안한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는 150 Ω 근처로 상당
히 높은 편이므로 발룬을 설계해 50 Ω의 특성 임피던스
에 정합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0.6～6 GHz 주
파수 대역에서 150 Ω을 50 Ω에 정합시킬 수 있는 광대역
발룬을 설계하였다.
그림 4는 발룬에 사용된 평행 스트립 선로의 구조이다. 

제안한 안테나의 임피던스는 동작주파수 대역에서 평균

150 Ω이므로 발룬의 입력 임피던스 는 50 Ω, 안테나
와 연결되는 부분인 출력 임피던스 은 150 Ω으로
값이 정해진다. 이 두 임피던스 값에 따라 스트립의 폭
와 이 결정된다. 임피던스 정합용발룬에사
용할 수 있는 테이퍼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본 논문에

그림 4. 발룬 설계를 위한 파라미터
Fig. 4. Parameters for the balu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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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클로펜스타인 테이퍼를 사용하였다. 테이퍼의 길이
이주어질 때 통과대역의 반사손실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이 클로펜스타인 테이퍼이다[6]. 클로펜스타인 테이퍼의
전체 길이 은 통과대역에서의 반사계수의 최대 리플

을 고려하여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
과대역의 반사손실 특성과 테이퍼의 전체 길이 사이에

존재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를 고려하여, 최대
리플이  =0.08일 때 전체 길이 을 120 mm로 결정하
였다. 여기서 발룬에 사용되는 기판의 유전체는 상대 유
전율이 =4.4인 FR4이다. 테이퍼의 길이 을 결정한 다

음에는 실제 제작을 위해 전체 길이를 적절한 간격으로

분할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테이퍼를 간격이 7.5 mm인
16개의 스텝(step)으로 나누었다. 클로펜스타인 테이퍼 구
조의발룬을 설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7]. 그림 4와 같
은 구조의 발룬에서는 먼저 기판위쪽 도체면의폭 

를 결정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으

로 정의되는 선형 테이퍼링(linear tapering) 방법을 적용하
였다. 여기서 상수  ,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8)

  
  

 

  ,   

  (9)
  
위쪽 도체면의 폭 를 결정한 다음에는 16개로 분

할한 스텝에 대해 각각의 임피던스 프로파일(impedance 
profile)을 구한다. 클로펜스타인 테이퍼를 설계하는 일반
적인 절차[6]에 따라 스텝의 위치 에 대한 임피던스

를 계산하면 표 2와 같은 임피던스 프로파일을 얻
을 수 있다.
위쪽 도체면의 폭 와 임피던스 를 구한 다

음에는 아래쪽 도체면의 폭 를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 5와 같이 윗면이완전도체로 막혀 있는 구조의
평행 스트립 선로를 살펴보자. 유전체 기판의 폭을 무한
히 넓은 것으로 가정하고, 스트립 도체의 두께를 무시하
면 선로의 유효 유전상수와 특성 임피던스를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8]. 

그림 5. 비대칭 평행 스트립 선로의 단면[8]

Fig. 5. Cross section of asymmetrical parallel strip lin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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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다음 식으로 정의되는 완전 타원 적분

(complete elliptical integral)이고, 그 인수를 구성하는 파라
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sin


(12)
  

  s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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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h
 ,    cosh

  (15)
 
여기서 는 스트립 선로의 위쪽 도체의 두께이며, ∆의
값은 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얻은  
값에 대해 식 (10)～(15)를 계산하면 아래쪽 도체의 폭
를구할 수있다. 여기서사용한수식들은등각사상
방법(conformal mapping method)로 구한 근사식이다. 따라
서계산된  값으로실제임피던스를구해보면당초
목표로 한 값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16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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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안한 발룬의 최적 파라미터 값
Table 2. Optimized parameter values of the proposed balun. 

 [mm]  [mm]  [mm]  [Ω]

0 1.4675 4.57 54.1644
7.5 1.3996 3.0396 56.4097
15 1.3318 2.4708 59.2344

22.5 1.2640 2.0723 62.6894
30 1.1961 1.7721 66.8146

37.5 1.1283 1.5101 71.6321
45 1.0605 1.2914 77.1391

52.5 0.9926 1.1158 83.2996
60 0.9248 0.9541 90.0365

67.5 0.8570 0.8338 97.2269
75 0.7891 0.6935 104.7017

82.5 0.7213 0.5897 112.251
90 0.6535 0.5144 119.6374

97.5 0.5856 0.4697 126.6157
105 0.5178 0.4487 132.9559

112.5 0.45 0.4336 138.4675

분할한 각 스텝마다 최초 계산값을 시작점으로 하여 미

세조정을 수행하여 클로펜스타인 임피던스 값에 가장 근

접하게 되는 최적의 의 폭을 구하였다. 지금까지의
계산값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여 구한 발룬의 최적

설계 파라미터를 표 2에 정리하였다. 

Ⅲ. 안테나 제작 및 측정

3-1 시뉴어스 안테나의 제작 및 측정

그림 6은 표 1과 같이 구한 최적 설계 파라미터에맞춰
실제로 제작한 안테나의 실물 사진으로 =2.5이고, 두께
=1.578 mm인 테플론 기판(Taconic사의 TLX-9)을 사용
했다. 제작한 안테나의 기판 크기는 190 mm×190 mm이
다. 그림 7은 이렇게 제작한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 측
정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

다.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를 살펴보면, 시뮬레이션 결
과에서 실수값은 0.8～6 GHz 대역에서 평균적으로 150 Ω
이고, 허수값은 0 Ω을 중심으로 50 Ω ～ +50 Ω 사이에

그림 6. 제작한 안테나의 실물 사진
Fig. 6.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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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한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Fig. 7. Measured and computed input impedances of the pro-
posed antenna.

 
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는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임피던스의 변동폭이 조금 더 크고, 3.63 GHz 
이후 대역에서 임피던스 값에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전
체적인 형태를 볼 때 두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2 발룬의 제작 및 측정

그림 8은 표 2와 같이 구한 최적 설계 파라미터에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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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작한 발룬의 실물 사진
Fig. 8.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balun.
  
실제로 제작한 발룬의 실물 사진으로 =4.4이고, 두께 

=1.6 mm인 FR4 기판을 사용했다. 제작한 발룬의 크기는
120 mm×9.14 mm이고, 반사손실과 삽입손실 특성을 측정
하기 위해 제작한 백투백(back to back) 구조의 발룬 크기
는 240 mm×9.14 mm이다. 그림 9는 백투백 구조의 발룬
의 반사손실과 삽입손실 측정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구

한 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0.87～
1.06 GHz 대역을 제외하고는 0.56～6 GHz 대역에서 반사
손실이 20 dB 이하로 되는 특성을 나타냈고, 측정 결과
는 일부 대역(0.88～1.12 GHz)을 제외하고는 0.6～6 GHz 
범위에서 20 dB 이하의 반사손실 특성을 나타냈다. 최
대 또는 최소가 되는 주파수의 위치와 반사손실 값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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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안한 발룬의 반사손실과 삽입손실의 측정 결

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Fig. 9. Measured and computed return losses and insertion 
losses of the proposed balun.

결과가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3 시뉴어스 안테나와 발룬의 결합 및 측정

제작한 시뉴어스 안테나의 임피던스를 50 Ω의 기준 임
피던스에 정합시키기 위해 안테나의 중심부에 7 mm×1.6 
mm의 얇은 직사각형 슬롯을 만들고, 여기에 제작한 발룬
을끼워 넣어서로 결합되게하였다. 그림 10은 제작한시
뉴어스 안테나와 발룬을 결합하여 입력 임피던스를 측정

한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발룬을
결합하기 전에는 그림 7과 같이 입력 임피던스의 실수값
이 150 Ω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변동했지만, 발룬을 결
합한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결과와측정결과, 모두 0.8～6 
GHz 대역에서 임피던스의 실수값이 평균적으로 50 Ω의
값을 나타내므로 입력 임피던스가 50 Ω에 잘 정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입력 임피던스의 허수값은 시뮬레이션에
서 —20 Ω ～ +20 Ω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고, 측정 결과
에서도 유사한 임피던스 변동폭을 보였다. 전체적인 형태
를 볼 때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가 아주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임피던스 정합용 발룬을 결합한 시뉴어스

안테나의 반사손실을 측정한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구

한 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반사손실 —10 dB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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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안한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Fig. 10. Measured and computed input impedances of the pro-
pos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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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안한 안테나의 반사 손실의 측정 결과와 시뮬
레이션 결과

Fig. 11. Measured and computed return losses of the pro-
posed antenna.

  
으로 한 대역폭을 살펴보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0.72～6 
GHz로 대역폭이 5.28 GHz이고, 측정 결과는 0.76～6 GHz
로 대역폭이 5.24 GHz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측
정 결과보다 대역폭이 40 MHz만큼 넓게 나왔다. 측정된
동작 대역의 맨 아래 주파수와 맨 위 주파수의 비는 7.89 
:1이므로 제작된 안테나가 초광대역 특성을 나타내고 있
음을알 수있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UHF 대역에서이
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통신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0.824 
～2.690 GHz) 이외에도 WiMax(3.4～3.6 GHz), ISM(5.725 
～5.85 GHz), WLAN(5.15～5.825 GHz) 등의 주파수 대역
에서 양호한 반사 손실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동작 주파수 대역 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통신 서비스 대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1 GHz, 1.5 GHz, 
2 GHz, 2.5 GHz, 3.5 GHz, 5.5 GHz, 5.8 GHz에서 시뮬레이
션으로계산한표면전류분포이다. 그림에서보듯이, 주파
수가 높을수록 방사에 기여하는 활성영역(active region)이
안테나의 바깥쪽에서 중심에 가깝게 이동한다. 다시 말해
주파수가 낮으면 바깥쪽 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크

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안테나의 중심에 가까운 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
림 13은 제작한 초광대역 안테나의 E-plane(  °)과
H-plane(  °)의 동일편파(co-polarization)와 교차편파

   

         (a) 1.0 GHz                (b) 1.5 GHz

   

          (c) 2.0 GHz               (d) 2.5 GHz

   

           (e) 3.5 GHz                (f) 5.5 GHz

          

          (g) 5.8 GHz

그림 12. 제안한 안테나의 시뮬레이션 전류 분포
Fig. 12. Simulated current distributions of the proposed an-

tenna.

(cross-polarization) 방사패턴이다.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
대역 내의 7개 주파수에서 방사패턴을 측정하고, 이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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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각 주파수별 방사 패턴
Fig. 13. Radiation patterns for each frequency.

 

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측정 주파수는 각종 통신
서비스 대역에 포함되는 주파수이면서 동작 대역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도록 =1 GHz, =1.5 GHz, =2 
GHz, =2.5 GHz, =3.5 GHz, =5.5 GHz, =5.8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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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제안한 안테나의 최대이득의 측정 결과와 시뮬
레이션 결과

Fig. 14. Measured and computed peak gains of the propo-
sed antenna.

표 3. 제안한 안테나의 최대이득과 빔폭 측정 결과
Table 3. Measured peak gains and beamwidth of the pro-

posed antenna.

Freq.
[GHz]

E-plane H-plane
Co-pol. X-pol. Co-pol. X-pol.

Peak 
gain 
[dBi]

BW
[deg]

Peak 
gain 
[dBi]

Peak 
gain 
[dBi]

BW
[deg]

Peak 
gain 
[dBi]

0.8 3.41 155.61 1.14 3.34 77.78 1.67
1.0 6.01 140.64 —0.36 5.11 81.78 —3.13
1.5 3.35 95.74 —0.66 4.33 82.75 —1.94
2.0 4.39 67.43 —1.73 4.59 65.96 —2.17
2.5 3.68 65.89 —1.88 4.94 79.93 —3.83
3.0 4.28 51.68 —2.27 4.26 66.41 —3.83
3.5 3.64 68.05 —4.7 4.43 50.79 —0.64
4.0 3.12 68.48 —2.57 3.02 34.33 —1.67
4.5 4.28 47.91 —5.31 3.06 39.49 —3.60
5.0 4.02 52.28 —3.51 3.78 37.51 —2.95
5.5 2.32 56.53 —3.54 2.28 35.28 —4.18
5.8 3.01 22.56 0.53 3.72 43.4 —0.61

로 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E-plane 방사패턴 및 H-plane 
방사패턴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서로 잘 들

어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주파수 무관형 안테나로서 실제 측정 결과로부터 방사패

턴, 편파, 이득 등의안테나 특성이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큰 변동 없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plane과 H-plane의 방사 패턴은 안테나가 놓인 평면에
수직인 브로드사이드 방향으로 두 개의 빔이 형성되는

양방향성 패턴(bidirectional pattern)이다. 그림 14에는 동
작 주파수 대역에서 안테나의 최대 이득을 측정한 결과

를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두 결과의 전체적인 경향이 서로 잘 들
어맞고있음을알 수있다. 동작대역 내에서최대이득은
2.32～6.01 dBi로 측정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4.12 dBi이
다. 그림 13의 안테나 방사패턴 측정 결과에 대해 이득과
빔폭(beamwidth)을 주파수별로 정리하여 표 3에 수록하
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ellular/GSM800, GSM900, ISM, GPS, 
DCS/GSM1800, PCS/GSM1900, WCDMA/UMTS/IMT2000, 
WiBro, WLAN, WiMax의 주파수 대역(0.824～5.85 GHz)
을 모두 포함하는 초광대역 자기상보형 시뉴어스 안테나

를 제안하였다. 시뉴어스 안테나의 최대 반지름 에 따

른 의 변화와 상대 유전율 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의

변화를 분석하여 최적의 설계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또
한, 목표로 하는 동작주파수 대역에서 반사손실 10 dB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클로펜스타인 테이퍼 구

조의 광대역 발룬을 설계하여 안테나가 50 Ω의 기준 임
피던스에 정합되도록 하였다. 실제로 안테나를 제작하여
측정한 결과, 대역폭은 0.76～6 GHz까지 5.24 GHz(7.89:1 
대역폭)로 0.8～6 GHz 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여러가
지 통신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 전체를 포함하였다. 안테
나의 방사패턴을 측정한 결과, E-plane과 H-plane 모두에
서 양방향성 빔이 전체 동작 주파수 대역에 걸쳐 거의 균

일하게 나타났으며, 브로드사이드 방향에서 최대 이득을
나타냈다. 안테나의 최대 이득은 전체 대역 내에서 2.32 
～6.01 dBi 범위의 값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논문에
서 제안한 안테나는 0.8～6 GHz 대역의 각종 무선 이동
통신 서비스용 시스템이나 기지국의 송, 수신 안테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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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될 수 있으며, 다른 주파수 대역의 안테나를 설계하
는데도 본논문에서사용한방법이응용될 수있다. 앞으
로 시뉴어스 안테나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형시켜, 물리적
인 크기에 변화를 주지 않고 전기적인 특성을 제어하는

소형화 기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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