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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모양 구조를 갖는 광대역 슬롯 안테나

Wideband Slot Antenna with Corrugated Structure

김태원․윤성준․이희재․최재훈

Taewon Kim․Sungjoon Yoon․Heejae Lee․Jae-Hoon Choi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물결모양 구조를 갖는 광대역 슬롯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물결모양 슬롯 구조를 가지
는 접지면과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70×70×1.6 mm의 한정된 크기에서 제안된 안테나는 물결모양
슬롯 구조를 통해 전류의 경로를 길게 하여 보다 동작주파수를 낮추었으며, 광대역의 대역폭을 갖는다. 안테나의 측정된
10 dB 반사손실 대역폭은 2,180 MHz(2.5～4.68 GHz)이며, 중심주파수 3.59 GHz에서 비대역폭 60.7 %를 가진다. 제안된
안테나는 전방향성 방사 패턴을 가지며, 측정된 이득과 평균효율은 3.48～5.83 dBi, 81.55 %의 값을 갖는다. 

Abstract

In this paper, a wideband slot antenna with corrugated structure antenna is proposed. The proposed antenna consists of a ground 
plane with corrugated slot and microstrip feed-line. Even with a limited dimension of 70×70×1.6 mm, the proposed antenna has wide 
bandwidth due to the longer current path formed by the corrugated slot structure. Measured bandwidth(10 dB return loss) and fractional 
bandwidth of the proposed antenna are 2,180 MHz(2.5～4.68 GHz) and 60.7 % at the center frequency of 3.59 GHz. The proposed 
antenna has an omni-directional radiation pattern and measured gains and average efficiency were 3.48～5.83 and dBi, 81.55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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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통신 시스템의 발달과 무선통신 응용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짐에 따라 광대역 안테나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3]. 마이크로스트립
슬롯 안테나는 두께가 얇고 평면형이며, 제작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득이 낮고, 대역
폭이 좁은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논문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4]～[7]. 그 중 하나로서 접지면에 회
전된 사각형 슬롯을 갖는 논문이 제안되었다[4]. 두 개의
공진 주파수가 서로 근접한 주파수에서 공진하여 광대역

을 이루는 기술이며, 비대역폭 48.9 %를 갖는다. 하지만
안테나의 이득이 고주파수에서 3 dBi로서 낮다. 또, 다른
안테나는 기존의 접지면에 사각형 슬롯을 가지며, U자형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을 추가하였다[5]. 하지만 비대역폭
이 46.8 %로 충분히 넓지 못하며, 크기가 110×110×0.8 
mm로서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회전된 U자형 슬롯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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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안테나가 제안되었지만, 38 %의 좁은 비대역폭을
갖는다

[6]. 광대역 특성을 위해 접지면에 fractal 구조의 술
롯을 추가한 안테나가 제안되었다[7]. Fractal 구조를 통해
대역폭을 증가시켰으며, 비대역폭 62.3 %를 갖는다. 그러
나 고차 모드에서 방사패턴이 최대 방사방향을 향하지

않으며, 낮은 이득을 갖는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 접지면에 물결모양 구조의 슬롯

을 추가하여 크기의 증가 없이 낮은 주파수대역에서부터

넓은 대역폭과 높은 이득을 갖는 광대역 슬롯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급전선과 접지면 사이의 큰 슬롯구조 때문에
강한 커플링이 발생하여 두 개의 공진주파수가 근접한

주파수에서 형성되어 넓은 대역폭과 높은 이득을 갖는다
[8]. 또한, 물결모양 구조를 슬롯에 추가하여 기존 구조보
다 전류의 경로가 길어져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광

대역을 형성하게 된다[9],[10]. 제안된 안테나는 확장된 비대
역폭 60.7 %를 가지며, 동작 주파수에서 3.48～5.83 dBi의
이득을 갖는다.

Ⅱ. 안테나 설계 및 특성

그림 1은 참고안테나, 비교 안테나 1, 2, 3의 구조를 나
타낸다. 안테나는 70 mm×70 mm×1.6 mm의 FR4 기판(εr 

=4.4, tanδ=0.02)을 이용하였다. 기판의 윗면에는 길이

31.5 mm, 폭 3 mm의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이 위치하며, 
아랫면에는 물결모양 슬롯구조를 갖는 접지면이 위치한

다. 물결모양은 참고 안테나의 대각선 길이인 24.7 mm를
분할하여 그림 1과 같은 지름 길이를 갖는단위원을 추가
하여 형성하였다. 참고안테나의 슬롯 둘레길이는 98.8 
mm인반면, 비교안테나 1, 2, 3의슬롯 둘레길이는 약 155 
mm로서 커플링된 전류의 길이가 보다 길어져 낮은 주파
수에서 공진을 하게 된다. 최적의 물결모양 슬롯 구조를
찾기 위해 비교 안테나 1, 2, 3의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는 리액턴스 임피던스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낸

다. 참고 안테나는 3 GHz에서 공진하는 반면, 비교안테
나 1, 2, 3은 전류의 경로가 길어져 보다 저주파대역인
2.75 GHz에서 공진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또한, 두 번
째 공진 포인트인 3.7～4.7 GHz 대역에서 물결모양 구조
의 단위원 지름이 감소함에 따라 리액턴스의 변화가 작

  

  (a) 참고 안테나 (b) 비교 안테나 1
  (a) Reference antenna        (b) Compared antenna 1

  

 (c) 비교 안테나 2           (d) 비교 안테나 3
 (c) Compared antenna 2     (d) Compared antenna 3

그림 1. 제안된 안테나 및 비교안테나 구조
Fig. 1. Structure of proposed antenna and compared antenna.

그림 2. 참고 안테나 및 비교 안테나의 반사손실(S11) 모
의실험 결과

Fig. 2. Simulated return loss characteristics of reference an-
tenna and compared antenna 1, 2.

 
아 임피던스정합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안테나는 비교안테나 3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임
피던스 정합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전선 폭(W)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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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 변화
(a) Variation in L

(b) W 변화
(b) Variation in W

그림 3. 설계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Fig. 3. Simulated return loss characteristics for different de-

sign parameter values.

이(L)에 대한 패러매트릭 분석을 통하여 최적화 하였다. 
그림 3(a)는 급전선의 길이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S11) 특
성을 나타낸다. 길이가 짧아질수록 첫 번째 공진주파수가
고주파수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두 번째 공진
주파수는 거의 변함이 없으며, 두 개의 공진주파수가 인
접한 주파수에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b)는 급전선의 폭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S11) 특

성을 나타낸다. 급전선의 폭이 얇아질수록 주파수의 이동
보다는 슬롯구조와 급전선간의 정합도가 향상되어 반사

손실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제안된 안테나 및 반사손실(S11) 모의실험 결과
Fig. 4. Proposed antenna and simulated return loss charac-

teristics.

설계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최적화된 급전선은 길이

34.4 mm, 두께 3.2 mm를 갖는다. 최적화된 급전선을갖는
제안된 안테나와 반사손실(S11) 모의실험 결과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두 개의 공진 주파수가 서로 근접한 주파수
에서 공진하여 광대역을 이루며, 물결모양 구조를 추가함
에 따라 참고 안테나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10 dB 대
역폭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안테나
의 모의실험 결과는 2,000 MHz(2.7～4.7 GHz)의 대역폭
을 가지며, 중심주파수 3.7 GHz에서 비대역폭 54 %를 가
진다. 
그림 5는 제안된 안테나의 공진주파수 2.9 GHz와 4.2 

GHz에서의 참고안테나와 제안된 안테나의 전류분포도를
보여준다. 제안된 안테나는 공진주파수에서 마이크로스
트립 급전선과 슬롯구조를 가지는 접지면의 강한 커플

링이 형성된다. 또한, 참고 안테나의 슬롯 대각선 길이는
24.7 mm를 가지는 반면, 제안된 안테나의 슬롯 대각선 길
이는 37.779 mm로서 전류분포의 경로가 길어져, 보다 낮
은 주파수에서 공진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제작 및 측정 결과

그림 6은 모의실험을 통해 최적화된 설계변수를 바탕
으로 제작된 안테나 시제품 사진이다. FR4 기판(두께 1.6 
mm)에프린팅하여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마이크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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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9 GHz

(b) 4.2 GHz

그림 5. 참고 안테나와 제안된 안테나의 2.9 GHz, 4.2 GHz
전류 분포

Fig. 5. The 2.9 GHz, 4.2 GHz current distributions of the 
reference antenna and proposed antenna.

 

그림 6. 제작된 안테나 사진
Fig. 6. Photographs of fabricated antenna.

그림 7. 측정된 반사손실 특성
Fig. 7. Measured return loss characteristics.

립 급전선 아래면에는 슬롯구조를 가지는 접지면이 위치

한다. 그림 7은 모의실험 결과와 제작된 안테나의 반사손
실(S11) 측정값을 나타낸다. 물결모양 구조의 제작 오차로
인하여 주파수가 0.2 GHz 정도 저주파로 이동하였지만
모의실험 결과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측정된 안테나
의 10 dB 반사손실 대역폭은 2,180 MHz(2.5～4.68 GHz)
이며, 중심주파수 3.59 GHz에서 비대역폭 60.7 %를 가
진다. 
그림 8은 실제 제작된 제안된 안테나의 2.7 GHz, 3.7 

GHz, 4.3 GHz 에서의 방사 패턴 특성을 나타낸다. 측정값
을 xz, yz 면으로 각각 나누어서 비교하였으며, 4.3 GHz에
서 yz 면의 방사방향이 오른쪽으로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만, 대체적으로전방향성방사패턴을갖는것을알수있다.
그림 9는 3차원 안테나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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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7 GHz

(b) 3.7 GHz

(c) 4.3 GHz

그림 8. 제안된 안테나의 방사 패턴
Fig. 8. The radiation patterns of the proposed antenna.

향 챔버에서 측정된 안테나의 이득과 효율(efficiency= 
gain/directivity)이다. 측정된 최대이득은 5.83 dBi이며, 최
소이득은 3.48 dBi이다. 저주파에서 다소 낮은 이득을 갖

그림 9. 측정된 이득 및 효율
Fig. 9. Measured gain and efficiency.

지만 대체로 고른 이득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최대효율은 94.41 %, 최소효율은 63.12 %이며, 평균
81.55 %로 대체적으로 높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물결모양 구조를 갖는 광대역 슬롯 안

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물결모양 슬롯 구조
를 가지는 접지면과 마이크로스트립 급전선으로 이루어

져 있다. 한정된 크기에서 물결모양 슬롯 구조를 통해 전
류의 경로를 길게 하여 보다 낮은 주파수부터 광대역의

대역폭을 갖는다. 안테나의 측정된 10 dB 반사손실 대역
폭은 2,180 MHz(2.5～4.68 GHz)이며, 중심주파수 3.59 
GHz에서 비대역폭 60.7 %를 가진다. 제안된 안테나는 전
방향성 방사 패턴을 가지며, 측정된 이득과 평균효율은
3.48～5.83 dBi, 81.55 %의 값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
된 광대역 슬롯 안테나는 높은 범용성을 제공하며, 광대
역 통신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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