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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low-profile and broadband bowtie antenna using multi-layer substrate for UWB sensor application is

presented. A compact bowtie antenna is designed and implemented on two multi-layered substrate with total thickness

of 4.5 mm. The antenna consists of bowtie radiator and planar-type balun. The designed radiator and balun are

connected to each other so that it can be easily implemented in various structures. The implemented antenna provides 3

to 6 dBi of gain for whole frequency range from 6.8 to 10 GHz.

요 약

본 논문에서는 UWB 센서에 응용 가능한 다층기판을 이용한 광대역 특성을 가지는 보우타이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제안

된 소형 보우타이 안테나는 2층의 기판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전체 안테나의 두께는 4.5mm이다. 제안된 안테나는 보우

타이 모양의 방사체와 평면형 발룬으로 구성된다. 설계된 방사체와 발룬의 간단한 연결로 안테나가 설계되도록 하여 다양한

구조로 쉽게 구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작된 안테나는 6.8～10 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3～6dBi의 이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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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광대역ㆍ초고속 실내 영상전송 시스템, 움

직임 감지 및 위치 추적 센서, 5G 및 광대역 밀리

미터파 위상배열 시스템(phased-array) 등 광대역

임펄스(Impulse)를 활용하는 상업용 근거리(short-

range) IR-UWB(impulse radio ultra-wideband)

센서의 필요성과 활용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광대역 무선 시스템을 활용한 레이

더나 센서에 있어 핵심적인 소자는 소형이면서 광

대역 특성을 가지는 평면형(planar-type)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이다[1-2]. 다른 종류의 안테나에 비

하여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여 제작이 쉽고, 높이가

낮으며(low-profile), 소형 경량이면서 탈부착이 쉬

워 배치의 자유도도 높아 평면형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microwave integrated circuits) 뒷면에 주로

구현되어 그 활용도가 높다[3-4]. 특히 IoT나 근거

리 차량용 레이더 센서, 드론 및 MIMO(Multip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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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Out) 기술을 이용하는 5G 중계기나 밀리

미터파 대역의 센서에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의 소형 평면형 광대역 안테나가 지속적으로 연구

되고 있다[5-7]. 최근 6～10 GHz 대역을 활용하면

서, 빔 포밍(beamforming) 기능이 있어 정밀한 거

리 및 위치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정밀측량용 임펄

스 레이더, 실내 모션감지 및 위치 추적, 고해상도

영상전송 스마트 홈ㆍ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같은

근거리 센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UWB 센서의 안테나로 사

용 가능하면서 높이가 낮은 광대역 평면형 보우타

이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먼저 발룬과 방사체를 분

리하여 다층구조로 각각 설계하고, 두 기판을 도전

성 via로 연결되도록 하여 설계가 쉽도록 하였다.

또한 3～6dBi 정도의 안테나 이득을 가지며 안테나

위쪽 방향의 지향성을 얻기 위하여 방사체의 밑면

에 발룬과 접지면을 위치시켜 반사기 역할을 하도

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소형이면서 제작이 쉽고

안테나의 배치 자유도가 높아 배열안테나의 구성

이 쉬운 장점이 있다. 제안된 광대역 평면형 보우

타이 안테나를 제작하고 측정을 통하여 설계법과

안테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1. 안테나 설계

그림 1은 제안된 보우타이 안테나의 구조이다.

일반적인 비발디나 다이폴, 보우타이 같은 평형

(balanced) 타입의 안테나 급전부(feed network)는

불평형(unbalanced) 선로에서 평형선로로 임피던스

와 필드를 자연스럽게 변환시켜주는 전이(transition)

구조 혹은 발룬(balun)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80° 위상차를 가지는 급전 선로를 구현하기 위하

여, 그림에서와 같이 bottom 면에 기존에 Itoh[9]에

의해 소개된바 있는 λg/4 위상 지연을 가지는 결합

된 마이크로스트립(MS) 선로를 이용한 마이크로

스트립-코플래너 스트립(CPS, coplanar stripline)

발룬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발룬의 3 dB 전력 분

배기로 전력이 분배되고 결합된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사이에 180° 위상 차이가 나도록 한쪽 선로

길이를 조정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결합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통하여 기(odd) 모드 신호

가 여기(excitation) 되도록 설계하였다. 전력 분배

기의 접합부 정합은 λ/4 변환기를 사용하여 설계하

였다. 이를 통해 불평형 신호를 평형 신호로 자연

스럽게 전이시켜 주었다. 이때 임피던스 변화는 마

이크로스트립 50 Ω에서 CPS 120 Ω으로 임피던스

정합하여 반사를 최소화하면서 방사체에 급전되도

록 하여 방사체 고유의 광대역 특성을 그대로 유지

하도록 하여 광대역 안테나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CPS 선로 끝에서는 via를 이용하여 top 면의 보

우타이 안테나로 급전되도록 하였으며, 이때 밑면

은 reflector 역할을 하도록 하여 위쪽 방향 지향성

을 갖도록 하였으며, 최적 방사 특성을 갖도록 방

사체의 최적 두께를 모의 해석 하였다. 모의 해석

결과 4mm의 다소 두꺼운 기판을 사용할 때 우수

한 지향성을 얻었다.

보우타이 방사체는 일반적으로 삼각(tri-angle)

형태 이지만 기본 삼각형 형태를 변형하여 삼각형

끝부분을 확장하여 사용하면 특히 낮은 동작 주파

수 대역폭이 일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10-12]. 본

논문에서 방사체의 각도는 대략 78° 정도로 최적화

하여 적용하였고, 반사 특성이 우수하면서 표면전

류(surface current)가 연속적 분포를 가지도록 하

였다. 이는 전 대역에서 고른 이득을 가지도록 하

는 효과가 있다. 보우타이 안테나의 표면전류는 복

사체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며 급전부에서 멀어질

수록 주기적으로 크기가 변화한다. 보우타이 방사

체의 길이는 동작 중심주파수에서 대략 λg/4 길이

를 가지도록 외곽 길이를 조정하여 최적화하였다.

Rogers RO4003 
(t=0.5mm)

Input

MS-CPS Balun

30mm

24mm

FR-4 (t=4mm)

20mm

10mm

Bowtie

Radiator

Vias

Fig. 1. Proposed antenna structure.

그림 1.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

2. 안테나 모의 해석

설계된 안테나의 방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FEM

방식의 3차원 해석 시뮬레이터인 ANSYS 사의

HFSS를 사용하여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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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ulated VSWR.

그림 2. 모의 해석된 정재파비(HFSS)

Fig. 3. Simulated E-plane radiation patters.

그림 3. 모의 해석된 전장평면의 방사패턴(HFSS)

CPS 발룬을 통해 전이된 신호는 방사체에 전달되

어 방사 전류가 잘 형성되어 대기 중으로 잘 방사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안테나의 반사 특성은 일반

적으로 반사손실(return loss)이나 전압 정재파비

(Voltage Standing Wave Ratio：VSWR) 특성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 HFSS를 활용하여 모의 해석

된 전압정재파비는 그림 2와 같다. 해석 결과 VSWR

은 6.95～10 GHz 대역에서 2:1 이하의 값을 가져

원하는 광대역 방사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

림 3은 7～10 GHz까지 1 GHz 간격으로 HFSS를

활용하여 모의 해석한 E-평면의 방사패턴이다. 7

GHz에서 이득은 5.5 dBi, 9 GHz에서는 6.7dBi, 그리

고 10 GHz에서는 5.2 dBi의 이득을 가졌다. 중심주

파수 8 GHz에서의 전장의 평균 빔폭(beamwidth)은

대략 78° 정도이다. 해석 결과 넓은 주파수 대역에

서 이득과 빔폭이 비교적 평탄함을 알 수 있다.

모의 해석된 안테나의 방사효율은 90% 이상으로

우수한 편이다.

3. 안테나 제작과 측정

표 1은 안테나 제작에 사용한 기판의 특성과 정

보이다. 안테나 설계에 사용한 기판은 비유전율(εr)

이 4.5, 두께가 4mm인 FR-4이며, 발룬에 사용된

기판은 비유전율 3.38, 두께 0.5mm의 ROGERS사

의 RO4003이다. 이때 안테나에 설계에 사용한 기

판의 두께는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우수한 반사 특

성과 전후방비 및 지향성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가

지도록 최적화하였다. 모의 해석 결과 안테나의 두

께가 4mm 일 때 가장 최적화된 특성을 가졌다. 설

계된 안테나의 모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안테나의 형상은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 reflector

로 표현된 접지면이 반사기 역할을 하여 전방 지향

성을 가진다.

Table 1. Antenna substrate information.

표 1. 안테나 기판 정보

Substrate

Relative
Permittivity

() at 8GHz

Thickness
(mm)

Loss
Tangent

() at 8GHz

FR-4
(radiator)

4.5 4 0.04

RO4003
(feed network)

3.38 0.5 0.0027

total size 24 × 30 × 4.5 mm

Bowtie Radiator

Bottom View Top view

MS-CPS Balun

Vias

Ground

(Reflector)

Fig. 4. Fabricated antenna.

그림 4. 제작된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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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d VSWR.

그림 5. 측정된 정재파비

SMA 커넥터를 연결하여 제작한 안테나는 24 ×

30 × 4.5 mm로서 비교적 작고 구조가 간단하다.

제작된 안테나의 측정된 전압정재파비는 그림 5와

같다. 안테나의 측정에는 Keysight Technology 사

의 회로망 분석기(network analyzer)인 N5221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8에서 10 GHz 이상까지

VSWR이 2:1 이하로 넓은 대역폭을 가졌고 모의

해석한 결과와도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안테나의 3차원 방사 특성을 확인함을 통하여 실

제 안테나의 방사체로서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

다. 3차원 방사패턴을 측정하기 위하여 X-대역까

지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측정할 수 있는 챔버 혹은

전파 무반사실(anechoic chamber)에서 방사특성을

확인하였다. 7～8 GHz까지 0.5 GHz 간격으로 측정

된 E-평면의 방사패턴은 그림 6(a)와 같으며, 8.5～

10 GHz까지 0.5 GHz 간격으로 측정된 E-평면의

방사패턴은 그림 6(b)와 같다.

7, 7.5, 8 GHz에서 각각 측정된 이득은 3～6 dBi

정도 이며, 전대역 8～10 GHz에서는 5～6 dBi의 평

탄한 이득 특성을 가졌다. 측정된 E-평면의 3 dB

빔폭은 약 90˚이며, 교차 편파(cross- polarization)

는 전 대역에서 -10 dBc 이하의 특성을 가졌다. 측

정된 전후방비는 10～20 dB로 지향성 방사패턴을

가지며 이는 급전부 접지면이 반사기로 잘 동작함

을 알 수 있다. 전체 동작 주파수에서 비교적 고른

이득과 빔폭 및 우수한 전후방비 등의 고른 방사

특성을 가져 UWB 대역의 센서에 활용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안테나의 전체 성능은 표 2

에 요약하였다.

(a) 7, 7.5, 8 GHz

(b) 8.5, 9, 9.5, 10 GHz

Fig. 6. Measured E-plane radiation patters.

그림 6. 측정된 전장평면의 방사패턴

Table 2. The performance summary of the antenna.

표 2. 안테나 성능요약

Parameter Unit Value

Frequency GHz 6.8 ～ 10 GHz

Gain dBi 3 ～ 6

Beamwidth deg 80 ～ 100

Fron-to-back Ratio dB > 10

Radiation Efficiency % > 90

Size mm 24 × 30 × 4.5 mm

Substrate
FR-4, t=4mm, =4.5

RO4003, t=0.5mm, =3.38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층 기판을 이용하여 UWB 센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소형이면서 평면형 보우타

(40)



Development of Compact Broadband Bowtie Antenna Using
Multi-layer Substrate for UWB Sensor Application

41

이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다양한 무선 시스템에 응

용이 쉽도록 발룬과 방사체를 분리하여 다층구조

로 각각 설계하고, 두 기판을 via로 연결되도록 하

여 설계의 용이성 및 응용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low-profile 특성을 가지면서 안테나 위쪽 방향으

로 지향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제작 결과 6.8～10

GHz 주파수에서 VSRW 2:1 이하 특성을 가지며

빔폭은 80～100°, 이득은 3～6 dBi의 비교적 평탄

한 이득을 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

양한 분야의 소형 경량의 근거리 UWB 센서의 방

사체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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