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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량된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와 원형 슬롯 안테나가 개시된다. 도전성 접지 평판의 안쪽에 형성되는 원형 팻치의 중심
과 원형 슬롯의 중심을 이격시키므로써 환상 링형 슬롯을 그 폭이 균일하지 않는 비대칭 형상으로 형성한다. 또한, 원형 
슬롯 안테나는, 원형 팻치를 접지 평판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전체 기판의 상부면 상의 급전선 종단에 위치시킴
으로써 실질적인 원형슬롯의 면적을 넓히고, 접지 평판 상의 원형 슬롯의 중심과 원형 팻치의 중심을 오프셋을 주어 불
일치시킨다. 나아가, 대역폭을 더 넓히고 임피던스 정합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 원형 슬롯에 스터브 슬롯을 더 형성하거
나 원형 팻치에 서터브를 더 부가한다. 이에 의해 일반적인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의 단점인 협대역 특성을 획기적으
로 개선하여 다중 공진에 따른 광대역의 주파수 특성을 갖는 안테나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대표도
도 9c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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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광대역 특성을 갖는 종래의 안테나의 구조를 도시한다.

도2a는 종래의 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를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2b는 유전체기판의 하부면에 접하는 도전
성 접지평판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3은 원형 슬롯 안테나의 해석을 위한 좌표계를 도시한다.

도4는 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의 슬롯 폭(W s )에 따른 반사감쇄량(S11 )의 변화를 도시한다.

도5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변형된 비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를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5b는 유전
체기판의 하부면에 접하는 도전성 접지평판을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5c는 급전선과 접지 평판의 배치관계를 도시하기 
위한 도5a의 안테나의 평면도이다.

도6은 도5a의 안테나에 있어서 오프셋에 따른 반사감쇄량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7은 도5a의 안테나에 있어서 접지 평판의 원형 팻치의 반지름 크기에 따른 반사감쇄량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8a 및 도8b는 각각 도5a의 안테나에 있어서 각 공진주파수에서의 전계 및 자계의 방사패턴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9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를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9b는 유전체기판의 하부면에 
접하는 도전성 접지평판을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9c는 급전선과 접지 평판의 배치관계를 도시하기 위한 도9a의 안테나
의 평면도이다.

도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에 있어서, 오프셋에 따른 반사감쇄량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이다.

도11a 및 11b 각각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에 있어서, 오프셋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의 변화
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에 있어서,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치의 반지름(R in )에 따른 반
사감쇄량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1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최적화된 원형 슬롯 안테나에 있어서, 반사감쇄량의 실제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14a와 도14b 각각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최적화된 원형 슬롯 안테나에 있어서, 2.5 GHz에서의 전계 방사
패턴(Eθ ) 및 자계 방사패턴(Hφ )에 관한 실제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15a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치에 스터브(stub)를 부가한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를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15b는 유전체기판의 하부면에 접하는 도전성 접지평판을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15c는 급전선과 
접지 평판의 배치관계를 도시하기 위한 도15a의 안테나의 평면도이다.

도16a 및 도16b 각각은, 원형 팻치에 스터브(stub)를 부가하지 않은 경우와 제3 실시예에 따라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
치에 스터브(stub)를 부가한 경우의 주파수와 반사감쇄량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17a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도전성 접지평판의 원형 슬롯에 스터브 슬롯(stub slot)을 더 형성하고,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치에는 스터브가 형성되어 있는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를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17b는 유전체기판의 
하부면에 접하는 도전성 접지평판을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17c는 급전선과 접지 평판의 배치관계를 도시하기 위한 도
17a의 안테나의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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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8a 및 도18b 각각은, 제4 실시예에 따른 안테나에 있어서, 원형 슬롯에 스터브 슬롯이 급전선의 마이크로 스트립라
인과 36도 및 60도를 이루도록 배치된 경우의 주파수와 반사감쇄량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19a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도전성 접지평판의 원형 슬롯에 스터브 슬롯(stub slot)을 더 형성하고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치에 도전성 스터브를 더 부가한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를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19b는 유전체기판의 
하부면에 접하는 도전성 접지평판을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19c는 급전선과 접지 평판의 배치관계를 도시하기 위한 도
19a의 안테나의 평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유전체 기판: 56, 96, 156, 176, 196

급전선: 54, 94, 154, 174, 194

원형 팻치: 52B, 94B, 154B, 174B, 194B

마이크로 스트립라인: 54, 94A, 154A, 174A, 194A

접지 평판: 52, 92, 152, 172, 192

슬롯: 50, 90, 150, 170, 190

스터브 슬롯: 171A, 171B

스터브: 154C, 154D, 194C, 194D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안테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광대역 특성을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원형 슬롯 안테나에 관한 것이다.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신속한 대용량의 정보 교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PCS (Per
sonal Communication System), IMT-2000 (Inter- 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00), WLL (Wi
reless Local Loop), 위성 통신 등 많은 종류의 통신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의 시행으로 새
로운 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더불어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통신 시스템은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 부피가 적고, 가벼우면서도 경제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1953년 Deschamps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 Howell과 Munson에 의해 발전되어진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는 가격이 싸고 평면 배열로 만들기 쉬우며 단면적이 작고 초고주파 회로와 함께 집적화가 쉽다는 잇점이 
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는 대역폭이 좁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들 
중 마이크로스트립 슬롯 안테나가 비교적 대역폭이 넓고 양방향 방사 패턴이나 단일 방사 패턴의 안테나를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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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립 슬롯 안테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유전 
상수가 적고 두께가 두꺼운 기판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생 결합된 소자를 이용해 대역폭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있
다. 그러나, 위의 방법들은 안테나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안테나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대역폭을 넓히는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단일 방사 소자로 비교적 넓은 광대역 특성을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슬롯 안테나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마이크로스
트립 슬롯 안테나의 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춘 많은 연구들은 주로 직사각형 슬롯 안테나에 대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으로,직사각형 슬롯 안테나의 급전 구조를 변화시켜 임피던스 정합을 이루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
을 통해 슬롯 안테나에서 47%의 광대역 특성을 나타내는 급전 방식이 제안된 예가 있다.
    

그러나, 직사각형 슬롯 안테나의 경우 많은 설계 변수를 가지고 있어 설계 및 제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원형 슬롯 안테나는 직사각형 슬롯 안테나보다 설계 변수가 작아 설계 및 제작이 평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종래에 개시된 광대역 주파수 특성을 갖는 안테나의 예로서는, 아라이 히로유끼외 3인에 의해 제안된 '안테나'라
는 제목의 일본공개특허 평10-276033호에 개시된 안테나를 들 수 있다. 아라이 히로유끼 등이 제안한 안테나는, 도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절연보드(10)의 측면에 접합된 동축연결부(12)의 내부 도체핀에 연결된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13)과 마이크로스트립 라인(13)의 팁에 연속적으로 형성된 제1 인쇄디스크(14)가 절연보드(10)의 제1표면에 제공되
며, 동축연결부(12)의 외부도체에 연결된 정합패턴(15)과 정합패턴(15)에 연결된 제2 인쇄디스크(16)가 절연보드(
10)의 제2표면에 제공되는 구조를 갖는다. 두 개의 인쇄디스크(14, 16)는 동일한 지름을 갖는 도체 패턴이며, 투영평
면상에서의 양자의 원주가 서로 접하도록 위치시킨다. 그런데, 위 안테나는 원형 디스크(16)과 급전선 종단 원형 디스
크(14)의 지름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며, 오프셋이나 급전선 종단 원형 반지름의 최적화 문제 등은 고려되지 않은 
구조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안테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형 슬롯의 면적을 넓혀 다중 공진을 얻음으로써 보다 넓은 
대역폭을 얻을 수 있는 원형 슬롯 안테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환상 링형 슬롯의 모양을 비대칭적으로 형성하므로써 보다 넓은 대역폭을 얻을 수 있는 변형된 비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를 제공함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첫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안테나는 유전체 기판과, 상기 유전체 기판의 일측면에 설치
되며 내부에 원형 슬롯이 형성된 도전성 접지평판과, 상기 유전체 기판의 타측면에 설치되는 급전선과, 상기 원형 슬롯
의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갖는 원형 팻치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유전체 기판의 일측 상방에서 투시할 때 상기 원형 슬
롯과 상기 원형 팻치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르면, 상기 원형 팻치는 상기 원형 슬롯과 동일 평면상에 위치한다.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
르면, 상기 원형 팻치가 상기 급전선의 종단에 위치한다.

    
나아가,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기본적인 안테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
다. 첫 번째의 예로서, 상기 원형 팻치의 외경에 짝수 개의 도전성 스터브(conductive stub)가 방사형으로 돌출 형성
되고, 상기 스터브는 상기 급전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한다. 두 번째의 예로서, 상기 원형 슬롯의 외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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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개의 스터브 슬롯(stub slot)이 방사형으로 돌출 형성되고, 상기 스터브 슬롯은 상기 급전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한다. 또 다른 예로서, 위 첫 번째의 구조와 두 번째의 구조를 조합한 구조로 안테나를 구성할 수 있다.
    

부연하면, 상기 원형 슬롯과 상기 원형 팻치의 중심 간에는 임의의 크기의 오프셋을 부여하여 유전체 기판의 일측 상방
에서 투시할 때, 투영평면에 그려지는 투영슬롯의 모양이 비대칭 환상 링형이 되는 경우나 혹은 상기 원형 팻치의 투영
외경이 상기 원형 슬롯의 외경을 약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매우 양호한 주파수 대역 특성이 나타난다. 나아가, 상기 원형 
팻치의 중심이 상기 원형 슬롯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오프셋이 주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보다 넓은 대역폭을 얻기 위해 변형된 비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와 새로운 구조인 원형 슬롯 안테나에 대
한 적절한 급전 방식을 제시한다. 즉, 기존의 원형 링 슬롯 안테나의 구조를 바꾸어 대역폭을 넓히기 위한 최적화 구조
를 제안한다. 실험에 의하면, 변형된 비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는 기존의 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가 가진 슬롯
의 면적을 넓힘으로써 넓은 대역폭을 갖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점을 고려해 슬롯의 면적을 더욱 넓힐 수 있는 원형 
슬롯 안테나를 제안하고, 이때 적합한 급전 구조를 제시해 대역폭을 더욱 넓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원형 슬롯 구조는 기존의 원형 링 슬롯 안테나에서 슬롯의 면적을 넓힘으로써 다중 공진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구조로 기존의 슬롯 안테나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최적화된 안테나는 V
SWR < 2를 기준으로 3.25 octave의 광대역 특성을 얻었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1. 일반적인 원형 링 슬롯 안테나 (annular ring slot antenna)의 구조와 해석이론

원형 링 슬롯 안테나는 급전 방식이 단순하며 정합이 쉽고 지향적인 안테나 빔을 얻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대역폭
이 적다는 큰 단점이 있다.

도 2a 및 2b는 종래의 대표적인 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도이다. 방사가 일어나는 원형 링 슬롯(annular sl
ot)(20)이 접지평면(ground plane)(22)에 위치하며, 접지평면(22) 위에는 유전체기판(26)의 하부평면이 접하고, 
급전선(24)은 접지평면(22)과 마주보도록 유전체기판(26)의 상부평면에 위치한다.

도 2a 및 2b에 도시된 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는, 슬롯(20)이 대칭적이고, 슬롯 폭이 접지평면(22)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접지평면(22)이 무한히 크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 때의 전계와 자계의 관계는 도 3을 이용하여 수식적
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원형 링 슬롯에서의 자계 표면 전류 분포 (    )는 수식 (1)과 같다.

수학식 1

여기서    는 슬롯의 전계이며,    은 슬롯의 단위 법선 벡터를 나타낸다. 자계 전류 분포를 원통 좌표계에서 ρ성분과 
φ'성분으로 나누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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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여기서, Eρ 와 Eφ' 는 각각 슬롯에서의 ρ와 φ' 방향의 전계 성분이다. 수식 (2)에서 표현된 Eρ 와 Eφ' 성분으로부터 
벡터 전위법 (vector electric potential method)을 이용하여 원거리 전계에 대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수학식 3

수학식 4

여기서, a는 슬롯의 안쪽 반지름이다.

수식 (3)과 (4)는 슬롯 폭이 λ o보다 매우 작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더 간략화할 수 있다.

ⅰ) Ws ≪λo , Eφ' =0 , Eρ =constant 인 경우

수학식 5

수학식 6

ⅱ) Ws ≪λo , Eφ' =0 , Eρ =Eocos(nφ') 인 경우

수학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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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8

수식 (7)과 (8)에서와 같이 표현된 전계의 θ성분과 φ성분을 가지고 아래의 수식 (9)를 통해 방사 전력 패턴(Radia
tion power pattern)인 F(θ)를 구할 수 있다.

수학식 9

2. 제1 실시예 : 비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asymmetrical annular ring slot antenna)

(1) 구조

종래의 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를 변경시킨 비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로서 도 
5a 내지 도5c에 개시된다.

비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는 유전체기판(56), 접지평판(52) 및 급전선(54)으로 구성된다. 접지평판(52) 및 급전
선(54)은 도전성 재질로 만든다. 접지평판(52)은 유전체기판(56)의 하부 표면위에 접하며, 그 중앙부분에는 비대칭 
환상 링형의 슬롯(50)이 형성된다. 슬롯(50)을 비대칭 환상 링형으로 형성하기 위해, 접지평판(52)에서 반지름이 R인 
제1원과 반지름이 Rin (단, Rin < R)이고 그 중심이 제1원과 불일치하는 제2원으로 형성되는 비대칭 환상 링형 영역(
50)을 제거한다. 그 결과, 제1원의 내부 영역인 원형 팻치(52B)의 중심의 위치는 제1원의 중심으로부터 오프셋(offs
et)을 가진다. 한편, 급전선(54)은 접지평판(52)과 마주보도록 유전체기판(56)의 상부 표면위에 접한다. 급전선(54)
은 마이크로 스트립라인으로 형성되며 유전체의 상부표면의 가장자리에서 원형팻치(52B)의 직상부까지 연장되는 길이
를 갖는다.

(2) 주파수 대역 특성

    
링형 또는 원형 슬롯을 갖는 종래 안테나의 해석에 있어서, 슬롯의 모양이 대칭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의 식 (1) 내지 
(9)를 이용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발명이 제안하는 비대칭 환상 링형 및 원형 슬롯 안테나의 경우 유전체 기
판의 상부쪽에서 투시할 때 투시명면상의 슬롯의 모양이 좌우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앞의 수식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구조를 갖는 안테나들의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파분석(Full Wave Analysis)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전파분석방법중 대표적인 것으로 모멘트법(Method of Moments)을 들 수 있는데, 본 발명은 
모멘트법을 활용하여 작성된 상용 소프트웨어인 앙상블(Ensemble)을 안테나 설계에 이용한다.
    

1) 슬롯 폭에 따른 설계 영향

도 4는, 도 3의 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에 있어서, 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의 중심을 원점으로 보고 슬롯을 포
함한 반지름 (a + Ws )을 26 mm로 하였을 때 슬롯 폭(W s )의 변화에 따른 반사감쇄량(S11 )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
래프에서, 반사감쇄량(return loss)은 전송계에서 불연속부에 입사하는 전력과 그로부터 반사되는 전력과의 비를 데시
벨로 나타낸 값을 의미한다. 안테나의 경우, 반사감쇄량의 값이 -9.54데시벨 이하인 주파수대역 즉, 전압 정재파비(V
SWR)가 2 이하인 주파수대역을 안테나의 대역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용적으로는 -15데시벨 이하인 주파수대역 
즉, 전압 정재파비(VSWR)가 1.5 이하인 주파수대역을 그 안테나의 대역폭으로 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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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의 경우, 슬롯 폭의 변화에 따라 안테나의 공진 주파수는 크게 변하지만, 안테나의 
대역폭이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압 정재파비(VSWR) < 2를 기준으로 대역폭은 최대치가 0.6 GHz 정
도이고 슬롯 폭(Ws )이 커짐에 따라 조금씩 적어지고 중심 주파수는 저주파대로 내려감을 보인다. 슬롯 폭 (W s )이 15 
mm일 때 1.2 GHz와 2.1 GHz에서 두 번 공진함을 보인다. 도 4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슬롯 폭이 대칭적으로 동일
한 경우 슬롯의 폭을 넓혀도 광대역 특성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2) 오프셋(Offset)에 따른 설계 영향

오프셋은 접지평판(52)에서 슬롯(50)의 중심과 원형 패치(52B)의 중심 간의 거리로 정의한다. 실험에 의하면, 슬롯 
안테나에서 급전 선과 슬롯 사이의 오프셋(offset)의 변화가 안테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다. 즉, 안테
나의 구조를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형 패치(52B)의 중심을 비대칭 환상 링형 슬롯(50)의 중심과 일치시키지 않
고 오프셋을 주면, 도 6에 도시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진 주파수가 오프셋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 확인
된다. 실험조건으로, R은 26 mm로 하였고 R in 은 6.3 mm로 하였다. 또한, 대역특성은 오프셋이 클수록 공진 주파수가 
높은 주파대로 이동함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오프셋이 11 mm일 때 두 번 공진을 하며 그 대역은 3.7 ~ 5.5 GHz로서 
그 폭이 1.8 GHz로서 도 4의 그래프와 비교할 때 광대역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원형 패치(52B)의 크기 변화에 따른 설계 영향

도 5a 내지 5c에서 보인 안테나 구조에서 오프셋은 7 mm로 고정하고 안쪽의 원형 패치(52B)의 반지름(R in )을 변화
시키므로 반사감쇄량(S11 )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가 도 7에 도시된다. 여기서 슬롯 반지름 (R)은 26 mm로 고정시켰
다.

도 7에서 보듯 오프셋의 변화보다 원형 패치(52B)의 반지름(R in )에 따른 변화가 안테나의 대역특성에 더 많이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원형 패치(52B)의 반지름(R in )이 커질수록 대역폭이 커지고 주파수 대역이 저주파로 내려가는 특성
을 보인다. R이 26 mm이고 R in 이 11 mm일 때, 전압정재파비(VSWR) < 2를 기준 하여 그 대역폭이 2 ~ 5 GHz으로
서 1.35 octave의 광대역 특성이 얻어진다. 이때 도 7에서 보듯 2.2 GHz, 3.3 GHz 및 4.6 GHz에서 세 번의 공진이 
일어남을 볼 수 알 수 있다.

위의 세가지 공진주파수에서의 전계 방사 패턴 (E-field radiation pattern)과 자계 방사 패턴 (H-field radiation 
pattern)을 도 8a 및 8b에서 나타내었다. 도 8a에서 보듯, 전계 E θ 성분의 패턴의 경우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한 쪽
으로 찌그러짐을 보였다. 또한, 도 8b에서 보듯, 자계 H φ 성분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빔폭이 좁아짐을 보였다.

3. 제2 실시예 : 원형 슬롯 안테나 (Circular Slot Antenna)

(1)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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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실시예에 따른 비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는 종래 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의 슬롯의 면적을 넓힘으로써 넓
은 대역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점을 고려해 슬롯의 면적을 더욱 넓힐 수 있고, 이에 적합한 급전 구
조를 갖는 원형 슬롯 안테나를 제2 실시예로 제안한다.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가 도 9a 내지 9c에 
도시된다.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안테나는 유전체 기판(96), 접지평판(92) 및 
급전선(94)로 구성된다. 접지평판(92)과 급전선(94)은 도전성 재질로 만든다. 접지평판(92)은 유전체 기판(96)의 
하부 표면위에 접하며, 그 중앙부분에 반지름이 R인 원형 슬롯(90)이 형성되어 있다. 급전선(94)은 원형 팻치부(94B)
와 마이크로 스트립라인부(94A)로 구성되며, 접지평판(92)과 마주보도록 유전체 기판(96)의 상부 표면위에 접한다.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치부(94B)의 반지름은 원형 슬롯(90)의 반지름(R)보다 작은 R in 이고 (즉, R in < R), 그 중심
은 원형 슬롯(90)의 중심과 불일치하도록 형성된다. 원형 슬롯(90)의 중심과 원형 팻치부(94B)의 중심간의 이격거리
(오프셋)는, 유전체 기판(96)의 상부에서 투시할 때 투영평면에 그려지는 투영슬롯의 모양이 도9c에 도시된 것처럼 비
대칭 환상 링형이 되는 경우나 혹은 원형 팻치부(94B)의 투영외경이 원형 슬롯(90)의 외경을 약간 벗어나는 정도가 
적절하다. 그러나, 원형 슬롯(90)의 직경과 원형 팻치부(94B)의 직경의 크기에 따라서는 원형 팻치부(94B)의 중심이 
원형 슬롯(90)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오프셋이 주어지는 구조라도 양호한 주파수 대역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무
방하다. 이와 같은 오프셋에 관한 사항은 후술하는 다른 실시예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마이크로 스트립라인부(9
4A)는 원형 팻치부(94B)의 원주에서 유전체 기판(96)의 상부 표면의 가장자리까지 연장되며 마이크로 스트립라인부
(94A)의 폭은 원형 팻치부(94B)의 지름보다 작게 한다.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안테나의 구조적 특징은, 원형 패치를 접지평판에 형성하지 않고 유전체 기판(96)의 상부 
평면에 마이크로 스트립라인(94A)과 함께 급전선(94)의 일부로서 형성된다.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해 변형된 비대칭 환
상 링형 슬롯 안테나와 유사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제2 실시예의 안테나는 원형 패치(94B)를 급전선(94)이 있는 평
면에 위치시켰기 때문에 제1 실시예의 안테나에 비하여 슬롯 면적이 실질적으로 더 넓어진다. 그 결과, 변형된 비대칭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에서 슬롯 폭이 커졌을 때 2중 공진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제2 실시예의 안테나에서는 다
중 공진을 얻을 수 있어 보다 넓은 대역폭을 얻을 수 있게 됨이 실험에 의해 확인 되었다.
    

(2) 주파수 대역 특성 -- 설계 변수에 따른 영향

1) 오프셋에 따른 영향

오프셋은 접지평판(92)의 원형 슬롯(90)의 중심과 급전선(94) 종단의 원형팻치(94B)의 중심 간의 거리로 정의한다. 
도 10은 오프셋의 변화에 따른 반사감쇄량(S11 )의 변화를 도시한다. 여기서 원형 슬롯(90)의 반지름(R)은 26 mm이
고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치(94B)의 반지름(R in )은 11 mm로 고정하고 오프셋을 변화시켰다. 도 10에서 보듯이, 반사
감쇄량(S11 )이 계속 리플(ripple)형태로 나타나며 즉, 공진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중 공진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예컨데 오프셋이 13 mm인 경우 그 대역폭은 2 ~ 7.5 GHz에 이를 정도로 매우 넓게 나타난다. 또
한, 실험에 의하면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치(94B)가 원형 슬롯(90)에 포함되는 상태에서는 오프셋이 커질수록 안테나
의 대역폭이 넓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도 11a 및 11b는 오프셋에 따른 주파수 대역에서의 정규화된 입력 임피던스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도 11a에 의하면 
정규화된 입력 임피던스의 실수값은 1에 수렴하고, 도 11b에 의하면 정규화된 입력 임피던스의 허수값은 0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제2 실시예의 원형 슬롯 안테나는 정합이 잘 이루어는 최적화된 구조를 갖는 것이 확인된다.

2)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치의 반지름에 따른 영향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치(94B)의 반지름(R in )을 변화시키면서 안테나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1 실시예의 환상 
링형 슬롯 안테나에서 원형 패치(52B)의 크기가 중요한 설계 변수로 작용하였듯이, 제2 실시예의 원형 슬롯 안테나에
서도 원형 팻치(94B)의 반지름(Rin )의 크기가 정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 12는, 원형 슬롯(90)의 반지름(R)은 26 
mm이고 오프셋은 13 mm로 한 경우에 있어서,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팻치(94B)의 반지름(R in )의 변화에 따른 반사감
쇄량(S11 )의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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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슬롯 안테나의 설계에 있어서 오프셋의 변화도 큰 변수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변수가 급전선(94)의 원형 팻치(94B)
의 반지름(Rin )임을 도 10과 도 12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도 12에서, 원형 팻치(94B)의 반지름(R in )이 커짐에 
따라 대역폭이 더 넓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12에서 반사감쇄량(S 11 )의 변화에 따른 가장 최적화된 안테나의 구
조는 예컨데, 원형 슬롯(90)의 반지름(R)이 26 mm일 때, 원형 팻치(94B)의 반지름(R in )이 11 mm이고 오프셋이 1
3mm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때 전압 정재파비(VSWR) < 2를 기준으로 할 때 대역폭이 2.16 octave에 이르는 광대
역 특성이 얻어진다.

3) 실제 측정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

최적화된 설계 데이터의 일예로서, 원형 슬롯(90)의 반지름(R)은 26 mm, 원형 팻치(94B)의 반지름(R in )은 11 mm, 
그리고 오프셋을 13 mm로 하며, 유전체기판은 유전상수가 4.3이고 두께가 1 mm인 FR-4을 사용하고, 접지평판의 크
기는 원형 슬롯(90)의 크기를 고려하여 150 mm × 150 mm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안테나의 반사감쇄량(S 11 )은 HP
8510C network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방사 패턴은 크기가 24 m × 8 m × 12 m 인 무반사실에서 측정
하였다.

도 13은 최적화 하여 제작한 원형 슬롯 안테나의 반사감쇄량(S 11 )을 측정한 결과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
다. 도 13에서 보면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뮬레이션 툴에서는 완전한 원이 구현이 안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과 실제 제작 측정한 결과가 차이
를 보이는 것이며,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측정값이 더 낮은 주파수에서 -9.54 dB이하로 떨어짐을 보였다. 또한 측정값
을 분석해보면 거의 1.8 GHz마다 공진이 일어나고, 반사감쇄량(S 11 )은 전압 정재파비(VSWR) < 2를 기준으로 3.2
5 octave로서 아주 좋은 광대역 특성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도 14은 원형 슬롯 안테나의 2.5 GHz에서의 전계와 자계 방사 패턴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다이폴 안테나의 방사패턴
과 슬롯 안테나의 방사패턴은 서로 반대이다. 도 14a는 전계의 E θ 성분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며, 도 14
b는 자계의 Hφ 성분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도 14a 및 14b에서 알 수 있듯이,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의 결과가 역시 약간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뮬레이션에서는 무한 접지 평판을 가정하였지만 실제 안테나
의 접지 평판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4. 제3 실시예 : 원형 팻치에 스터브(stub)를 부가한 원형 슬롯 안테나 (Circular Slot Antenna with stubs on a ci
rcular patch)

(1) 구조

    
제3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는, 도 15a 내지 1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급전선 종단의 원형 패치의 형태
가 변형된 것외에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와 동일하다. 즉, 제3 실시예의 원형 슬롯 안테나는 급
전선(154)의 원형 팻치(154B)에는 그 원주로부터 방사형으로 수mm 돌출되는 짝수개의 도전성 스터브(conductive 
stub)(154C, 154D)가 마이크로 스트립라인(154A)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더 부가된다. 스터브(154C, 154D)
의 돌출길이는 5mm 이하가 바람직하다.
    

(2) 주파수 대역 특성

    
도 16a와 도 16b는 각각 원형 팻치(154B)에 도전성 스터브(154C, 154D)를 달지 않았을 때와 달았을 때의 반사감쇄
량에 따른 주파수 대역특성을 도시한다. 여기서, 안테나의 명세(specification) 즉, 유전체 기판, 슬롯 반지름, 오프셋, 
원형 팻치의 반지름 등은 위 제3 실시예에서의 그것과 같다. 위 두 도면을 비교하면, 원형 팻치(154B)에 도전성 스터
브(154C, 154D)를 달았을 때의 주파수 대역특성이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것에 비해 더 넓게 얻어짐을 알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전압 정재파비(VSWR) < 2를 기준으로 할 때, 대역특성은 2 ~ 8 GHz로서 아주 좋은 광대역 특성이 얻
어짐을 알 수 있다. 스터브의 위치와 길이 폭에 따라 얻어지는 주파수 대역특성은 다르지만,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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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스터브(154C, 154D)가 급전선의 마이크로 스트립라인부(154A)와 이루는 각(θ)이 60~80도 일 때 대역특성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그리고 스터브(154C, 154D)의 돌출길이와 대역특성의 관계는 기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5. 제4 실시예 : 원형 슬롯에 스터브 슬롯(stub slot)을 형성한 원형 슬롯 안테나 (stubed circular slot antenna)

(1) 구조

제4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는, 도 17a 내지 1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지 평판에 형성되는 원형 슬롯
의 형태가 변형된 것외에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와 동일하다. 즉, 제4 실시예의 원형 슬롯 안테
나에서, 접지 평판(172)의 원형 슬롯(170)에는 원주에서 외경방향으로 약간 돌출되는 짝수개의 스터브 슬롯(stubed 
slot)(171A, 171B)이 마이크로 스트립라인부(174A)의 양쪽에 대칭적으로 더 형성된다.

(2) 주파수 대역 특성

    
도 18a 및 18b는 제4 실시예에 의한 안테나의 주파수 대역특성을 예시하는데, 전자는 스터브 슬롯의 위치가 급전선과 
이루는 각도(θ)가 36도를 이루는 경우를, 후자는 위 각도(θ)가 60도를 이루는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전압 정재파비
(VSWR) < 2를 기준으로 할 때, 안테나의 주파수 대역특성은 후자의 경우 대략 1.7 ~ 7.8 GHz로 나타나서 전자에 
비해 더 넓고 우수한 광대역 특성을 보이며, 임피던스 매칭의 정도도 후자가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볼 때, 
원형 슬롯에 부가 형성된 스터브 슬롯의 위치에 따라 안테나의 주파수 대역폭의 조정이 가능하며 임피던스 정합도 더 
잘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스터브 슬롯의 크기도 주파수 대역폭과 임피던스 정합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
되었다.
    

6. 제5 실시예 : 원형 슬롯에 스터브 슬롯(stub slot)을 형성하고 원형 팻치에 스터브(stub)를 부가한 원형 슬롯 안테
나 (stubed circular slot antenna with stubs on a circular patch)

(1) 구조

    
제5 실시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는, 도 19a 내지 19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지 평판에 형성되는 원형 슬롯
의 형태는 제4 실시예의 그것에 따르며, 급전선의 원형 팻치의 형태는 제3 실시예의 그것에 따르는 점 외에는 제2 실시
예에 따른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와 동일하다. 즉, 제5 실시예의 원형 슬롯 안테나에서, 접지 평판(192)의 원형 슬롯
(190)에는 원주에서 외경방향으로 약간 돌출되는 짝수개의 스터브 슬롯(stubed slot)(191A, 191B)이 마이크로 스
트립라인부(194A)의 양쪽에 대칭적으로 더 형성된다. 또한, 급전선(194)의 원형 팻치(194B)에는 그 원주에서 반경
방향으로 돌출되는 짝수개의 도전성 스터브(stub)(194C, 194D)가 마이크로 스트립라인부(194A)의 양쪽에 더 부가
된다.
    

(2) 주파수 대역 특성

급전선의 원형 팻치부에 스터브를 더 부가하는 것과 원형 슬롯에 스터브 슬롯을 더 형성하는 것이 안테나의 주파수 대
역특성을 더 좋게 하고 임피던스 정합을 잘 이루게 해준다는 사실이 제3 및 제4 실시예에서 확인된 것처럼, 위 두 가지
를 조합한 안테나 구조로부터도 광대역 특성과 우수한 임피던스 정합을 얻을 수 있었다.

7. 안테나의 제작 공정

    
우선, 유전체기판 상부 및 하부 전면에 도전성 금속층을 적층하여 안테나 시료를 준비한다. 이와 같은 안테나 시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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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한 공정 즉, 마스크 준비, 감광액 도포, 마스크 정렬과 노광, 현상 및 식각 등의 공정을 
차례로 수행하여 원하는 형태의 안테나를 제작할 수 있다. 그 일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설명한 각 실시예에 
따른 안테나의 모형 즉, 유전체 기판의 상부면 및 하부면에 적층된 도전성 금속층의 모형(pattern)을 필름으로 떠서 상
부면용과 하부면용 마스크를 만든다. 다음으로, 안테나 시료의 상부면에 감광액(photo resist)를 골고루 도포(coatin
g)한 다음, 상부면용 마스크를 부착하고 자외선을 쪼여서 상부면용 모형을 금속층에 옮긴다. 노광된 감광액면을 현상액
과 반응시킨 다음, 염화 제이철용액과 같은 식각액을 이용하여 식각한다. 하부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공정을 수행한
다. 이와 같은 공정에 의해, 원하는 형태의 슬롯, 급전선 및 스터브들을 형성할 수 있다. 감광액, 현상액 및 식각액은 다
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감광액의 종류에 따라 양각 또는 음각이 가능함을 밝혀둔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광대역 주파수 특성을 갖도록 안테나의 최적화 구조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본 
발명이 제안한 여러 형태의 안테나는 직사각형 슬롯 안테나에 비해 설계변수가 작아 설계 및 제작이 용이하며 광대역 
특성 아주 좋다. 특히, 원형 슬롯 안테나의 구조는 넓은 슬롯 면적을 가지고, 그 슬롯을 통해 다중 공진을 일으킴으로써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큰 단점인 협대역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주파수대가 1.68 G
Hz부터 15.96 GHz까지이기 때문에 각 주파수대에 따른 서로 다른 안테나를 사용하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안테나로 통
합할 수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전체 기판과, 상기 유전체 기판의 일측면에 설치되며 내부에 원형 슬롯이 형성된 도전성 접지평판과, 상기 유전체 기
판의 타측면에 설치되는 급전선과, 상기 원형 슬롯의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갖는 원형 팻치를 포함하며, 상기 유전체 기
판의 일측 상방에서 투시할 때 상기 원형 슬롯과 상기 원형 팻치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도록 구성되는 안테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원형 팻치와 상기 원형 슬롯이 동일 평면상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테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원형 팻치가 상기 급전선의 종단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테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원형 팻치의 외경에 짝수 개의 도전성 스터브(conductive stub)가 방사형으로 돌출 형성되고, 
상기 스터브는 상기 급전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테나.

청구항 5.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원형 슬롯의 외경에 짝수 개의 스터브 슬롯(stub slot)이 방사형으로 돌출 형성
되고, 상기 스터브 슬롯은 상기 급전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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