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사물 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은 4차 산업혁
명 기술 중 가장 왕성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더욱이, IoT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융합의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IoT는 무선 통신 기
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용도의 IoT 서비스
를 위해서는 배터리, 센서, actuator, 데이터 처리 유
닛, 인터커넥터, 안테나 등의 소자가 초소형으로 개
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해양 
IoT 서비스를 위해 멀티 센싱이 가능한 초소형 센서 
노드에 적용될 수 있는 안테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멀티 벤드 안테나의 구조

그림 1은 ISM 밴드 중 433 MHz와 920 MHz 모두
를 지원하는 안테나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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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노드를 위한 전자 부이(buoy)용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즉 해수면 상에 떠 있기 알맞은 형태로 제작되
도록 설계하였다.

부이는 부력을 발생시키는 부력부 (Buouancy 
Part), 어망을 연결하기 위한 구조물 (Net Connection 
Part) 및 해수면으로 노출되는 상층부로 구성된다. 해
수면에 노출되는 부분에 안테나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수면에 노출되는 부분의 면적이 넓을수록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가능하면 가는 구조를 가지는 
형태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Ⅲ. 멀티 밴드 안테나의 규격 및 특성

표 1은 제안하는 안테나의 주요 규격을 정리해 놓
은 것이다. 부이의 구조 및 내부 전자회로와의 일체
형 제작을 고려하여 FR4 기판에 안테나를 설계하는 
PCB 패턴 형태 또는 헬리컬 구조로 설계 및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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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의 지향성은 해상에 놓이는 부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 2와 같이 등방성 구조가 되도록 설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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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멀티 벤드 안테나의 구조

표 1. 멀티 밴드 안테나의 규격

항 목 규 격

  Frequency Range  433 MHz 917 ~ 923.5 MHz

  V.S.W.R (Min) 2.0:1 2.0:1

  Gain (Typical) -5(dBi) 2(dBi)

  Radiation Omi Omi

  Input Impedance 50(Ω) 50(Ω)

  Polarization Linear Linear

그림 2. 제안하는 안테나의 3D 방사 패턴의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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