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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이 역 지기능을갖는 평 형 모노폴 UWB 안테나를제안하 다. 제안된 안테나의 역

지 특성은 패치 상의 1차와 3차의 힐버트 곡선 슬롯들에 의하여 구 되었다. 각 힐버트 곡선 슬롯의 크기를

조 함으로써, 3.3에서 3.7 GHz 그리고 5.3에서 6 GHz에 걸친 지 역을쉽게 구 할 수 있었다. 제작된 안테

나의 VSWR과 방사 패턴을 측정하 으며, 이 결과로부터 설계된 안테나가 UWB 통신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letter, a planar monopole UWB antenna with dual band-notched characteristics is proposed. The band-stop 

characteristics is realized by embedding the 1st/3rd order Hilbert-curve slots on the patch. With the dimension adjust-

ment of each Hilbert-curve slots, the band rejection from 3.3 to 3.7 GHz and from 5.3 to 6 GHz can be accomplished 

easily. The VSWR and radiation pattern of the fabricated antenna are measured, and the proposed antenna would be 

adequate to a UWB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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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역(UWB: Ultrawide-band) 통신은 소 력으

로 100 Mbps 이상의 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이다. 2002년 미국 연방

통신 원회가 3.1～10.6 GHz 역에서의 상업 사

용을 허가하면서, UWB는 차세 근거리 무선 데이

터 통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결과, UWB 통신용

역 안테나에 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7.5 GHz 역폭을 갖는 UWB 주 수 범

에는 5.15～5.35 GHz, 5.725～5.825 GHz를 사용하는

IEEE802.11a/n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과 3.4～3.69 GHz, 5.25～5.825 GHz를 사용하는 Wi-

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역이 공존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UWB 통신과 다른

통신 간의 간섭 문제가 야기되며,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다 역 지 특성을 갖는

UWB 안테나를 설계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1]～[3]. 그러나 랙탈(Fractal) 구조를 용한 역

지 UWB 안테나는 지 까지 단일 역 지 특성만

을 가지고 있었다
[4]. 다시 말해서, 랙탈 구조를 이

용한 다 역 지 UWB 안테나에 한 연구는 지

까지 발표된 이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평 형

모노폴 형태의 UWB 안테나에 힐버트 곡선 형상을

가진 슬롯을 역 지 소자로써 사용하여 다

역 지 특성을 구 하 다. 이 구 법은 기존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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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 구 법과 차별화된다. 

Ⅱ. 안테나 구조 

그림 1은 차수의 증가에 따른 힐버트 곡선의 변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일

한 역 내부의 선의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제안된 안테나에는 1차와 3차의 힐버트 곡선이

사용되었다. 그림 2는 힐버트 곡선을 용하기 의

기 UWB 안테나의 형상과 치수이다. 사용된 기

은 두께가 0.812 mm인 Rogers4003(유 율 3.55) 기

이다. CPW(Coplanar Waveguide) 방식을 이용하

고, 그 결과 역 특성 제작상의 이 을 갖는

다. 그림 3은 이 역 지 특성을 갖는 UWB 안

테나의 최종 형상과 수치이다. 그림 3에 표기되지

(a) 1차   (b) 2차 (c) 3차

(a) First order   (b) Second order  (c) Second order

그림 1. 차수에 따른 힐버트 곡선 형상

Fig. 1. Hilbert curve shape in terms of order number.

 

그림 2. 기 UWB 안테나 구조와 치수

Fig. 2. Geometry and dimension of the primitive UWB 

antenna.

않은 수치는 그림 2의 치수와 동일하다. 최종 제안

된 안테나는 그림 2의 기 UWB 안테나의 사각형

방사 패치에 2개의 힐버트 곡선 슬롯(HCS: Hilbert 

Curve Slot)을 식각한 형상을 갖는다. 패치의 상단부

에는 U형태를 갖는 1차 HCS가, 패치 하단부에는 3

차 HCS가 치하고 있다. 상단의 1차 HCS는 3.5 

GHz의 WiMAX 역을 지하는 역할을 하며, 하단

의 3차 HCS는 5 GHz의 WLAN/WiMAX 역을 지

한다. 각각의 HCS는 크기에 응되는 공진 주 수

를 갖는 공진기로써 동작하며, 이들 공진 주 수는

지 역 주 수와 일치한다.   

Ⅲ. 모의 실험 및 측  결과 

그림 4는 그림 3 안테나에 한 모의 실험 결과

제작된 안테나에 한 측정 결과이다. 모의 실험

결과는 CST사의 Microwave Studio와 Ansoft 사의

HFSS를 사용하 으며, Anritsu사의 38397C 네트워크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4로부터 UWB 

동작 역을 제외한 3.3～3.7 GHz의 WiMAX 역과

그림 3. 제안된 이 역 지 UWB 안테나 형상

수치

Fig. 3. Geometry and dimensions of the proposed dual 

band-notched UWB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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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 모의 실험된 VSWR 결과

Fig. 4. Measured and simulated VSWR results.

 

그림 5. 힐버트 곡선 슬롯(HCS) 유무에 따른 VSWR 

결과

Fig. 5. VSWR results of the proposed antenna with and

without the Hilbert curve slots(HCSs).
 

5.3～6 GHz의 WLAN 역에 걸쳐서 VSWR>2의

지 역 특성이 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HCS의 지 역 특성을 증명하기 하여 HCS의

유무에 한 VSWR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흑

색 선은 HCS가 없는 그림 2의 기 UWB 안테나

의 VSWR 특성이다. 청색 선은 3차 HCS만이 식각

된 UWB 안테나의 VSWR 결과로써, 5 GHz 역에

서만 지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색 실선은 그림 3의 1차 3차 HCS가 모두 포함된

VSWR 결과로써, 3 GHz WiMAX 역 지 특성이

추가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은 두 개의 지 역에 한 표면 류 분포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3.5 GHz에서는 1차 HCS에

 

       (a) 3.5 GHz              (b) 5.5 GHz

그림 6. 표면 류 분포

Fig. 6. Surface current distribution.

 

서 공진 류가 집 되어 있고, 5.5 GHz에서는 3차

HCS에서 공진 류가 집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지 역에서 HCS에 공진

에 지가 장됨으로써, 안테나의 방사 효율이 하

되어 지 역 특성이 구 됨을 의미한다. 그림 5

와 그림 6으로부터 HCS로 인해서 역 지 특성이

구 됨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각각의 슬롯에 응

되는 지 역이 독립 으로 존재함으로써 개별

인 주 수 조 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독립성은

HCS의 높은 Q값을 이용하여 2개 역 지 소자 간

의 상호 결합을 최소화시킨 결과이다. 다 역

지 안테나에서는 이 독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림 7은 그림 3의 안테나에 한 방사 패턴 측정 결과

이다. 형 인 모노폴 안테나의 방사 패턴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방향성 패턴을 보이고 있다.

UWB는 펄스를 이용한 통신 방식이므로, 시간

역에서의 펄스 왜곡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펄스 왜곡 특성을 단하기 한 라미터로

써 다음의 식 (1)로 정의되는 Fidelity factor F 를 사

용하 다
[5].

 max
∞

∞

  (1)
 

Fidelity factor를 계산하기 해서 CST사의 Design 

studio를 사용하여 그림 3의 동일한 안테나 2개를 30 

cm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 보게 하여 한 개는 송신

안테나로, 나머지 하나는 수신 안테나로 설정한다.  

가우시안 펄스인 송신 신호 St(t)를 송신 안테나에 입

력하면, 수신 안테나에서 수신된 신호 Sr(t)를 얻을

수 있다. 상기 두 신호를 정규화시켜 식 (1)에 입하

면,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의 상 계수인 Fidelity 

factor F를 계산할 수 있다. 이상 인 무왜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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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plane(yz-plane)

(b) H-plane(xz-plane)

그림 7. 측정된 방사 패턴

Fig. 7. Measured radiation pattern.

 

의 경우 F=1이다. 제안된 안테나의 Fidelity factor F

는 0.92로써 UWB 시스템에 합한것을알수있다
[6].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UWB 안테나에 HCS를 삽

입하여 WLAN 역과 WiMAX 역에서의 지 특

성 기능을 구 하 다. 삽입된 1차 HCS와 3차 HCS

는 각각 독립된 지 역 특성을 가지며, VSWR 특

성(그림 5)과 표면 류 분포(그림 6)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 다. 제안된 안테나는 지 역이 제외된

UWB 역에서 VSWR<2와 무지향성 방사 패턴

요건을 만족하 으며, 시간 역 특성 라미터인

Fidelity factor 한 UWB 시스템 요구 조건을 만족함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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