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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기기에 적합한 다중 대역 칩 슬롯 안테나

Multi-Band Chip Slot Antenna for Mobile Devices

남 성 수․이 홍 민

Sung-Soo Nam․Hong-Min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무선 통신 기기에 적합하고 다중 대역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칩 슬롯 안테나를 제안하

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시스템 회로 기판(30 mm×60 mm×0.8 mm) 위에 칩 안테나(10 mm×20 mm×1.27 mm)를
접속시킨 구조이며, 안테나의 F자 형태의 패턴의 끝단은 비아를 통해 시스템 회로 기판과 연결되어졌다. 따라서

칩 안테나는 시스템 회로 기판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부터 접지면 슬롯 사이의 전이(transition)를 통하여 효과

적으로 에너지를 방사한다. 제작된 안테나의 측정 결과 3:1 VSWR 임피던스 대역폭(≤－6 dB)은 1.98 GHz(1.61 
～3.59 GHz)와 0.8 GHz(5.2～6 GHz)로 나타났다. 제안된 안테나는 DCS, PCS, UMTS, WLAN의 주파수 대역을

만족함으로 무선 통신 기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chip slot antenna which is used for mobile devices and designed for multi-band is proposed. The 
proposed antenna is comprised of a chip antenna(10 mm×20 mm×1.27 mm) and a system circuit board(30 mm×60 mm 
×0.8 mm). The chip slot antenna is mounted on the system circuit board and the end of F-type strip line which is 
patterned on the chip antenna is connected by a via with a ground plane of the system circuit board. So, a chip antenna 
radiates effectively the energy by transition between a microstrip line of the system circuit board and a open slot 
structure of the chip antenna. In the results of proposed antenna, impedance bandwidth of 3:1 VSWR(－6 dB return 
loss) is 1.98 GHz(1.61～3.59 GHz) and 0.8 GHz(5.2～6 GHz). So, it can cover multi-band of DCS, PCS, UMTS, 
WLAN. The proposed antenna can be applied to mobi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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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바일 폰 및 스마트 폰과 같은 다중 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관심이 급

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 등에 적합한 안테나로써

세라믹 칩을 이용한 미엔더 형태의 안테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1],[2]. 그러나 세라믹 칩은 제작

비용이 고가이며, 접지면 환경에 따른 영향이 크다

는 단점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칩 크기의 소형화와 함께 실장

환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지면의 영향

을 줄이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3]～[6]. 이와 함께 다

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바일 기

기 등에 사용되는 안테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890～960 MHz), DCS(Digital 
Cellular System)(1,710～1,880 MHz), PCS(Personal Co-
mmunication Service)(1,850～1,990 MHz), UMTS(Uni-
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1,920～
2,170 MHz) 그리고 무선 LAN 대역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2,400～2,484 MHz, 5,72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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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z) 대역 등에서 동작되도록 다중 대역으로 설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슬롯 방사 구조의 안테나는 광대역

특성을 나타내므로
[7], 다중 대역을 만족하기 위한 모

바일 안테나로 슬롯 구조가 많이 사용되었다[8]～[12]. 
안테나의 크기는 슬롯의 길이와 구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테나의 크기를 소형화하고 대역폭을 증가

시키기 위해 슬롯 안테나의 구조를 접은 3D 구조의

슬롯 안테나가 연구되었다
[10]～[12]. 그러나 안테나의

높이는 접힌 안테나 구조의 높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얇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하려면 보다 더 저

자세화 구조를 갖는 다중 대역 안테나가 필요하다. 
또한 안테나를 제외한 공간이 최대한 접지면으로 이

루어져 있을 경우 모바일 기기에 소자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다중 대역

슬롯 칩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시

스템 회로 기판(30 mm×60 mm×0.8 mm) 위에 칩 안

테나(10 mm×20 mm×1.27 mm)를 접속시킨 구조이며, 
안테나의 F자 형태의 패턴의 끝단은 비아를 통해 시

스템 회로 기판과 연결되어졌다. 칩 안테나가 받는

접지면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스템 회로 기판의 일부

분을 제거하였으며, 실장 환경을 최대화하기 위해

접지면 비율을 증가시켰다. 제안된 안테나는 광대역

특성을 나타내는 슬롯 방사 구조를 사용하였고, 마
이크로스트립 선로와 접지면 슬롯 사이의 전이를 통

해 여기되는 상호 급전점 위치에 따라 다수의 공진

점을 나타내도록 하여 DCS, PCS, UMTS, WLAN 대
역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된 안테나의 설계

에서는 3D 해석에 용이한 상용 소프트웨어인 CST사
의 MWS tool을 사용하였다

[13].   

Ⅱ. 안테나의 설계

그림 1은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이다. 제안된 안테

나는 RO3210(εr=10.2) 기판을 사용한 F자 형태의

마이크로스트립을 갖는 칩 안테나(10 mm×20 mm× 
1.27 mm)와 FR-4(εr=4.4) 기판을 사용한 시스템 회

로 기판(30 mm×60 mm×0.8 m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판의 접지면 일부분(13 mm×19 mm)은 칩 안

테나 부설을 위하여 제거되었고 50 Ω의 마이크로스

그림 1.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

Fig. 1. The geometry of proposed antenna.

 
트립 선로를 사용하여 칩 안테나를 급전하였다. 칩
안테나의 선로의 끝은 1 mm×1 mm 크기의 금속 패

드를 사용하여 시스템 회로 기판의 접지면과 비아로

연결시켰다.
그림 2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와 F자 형태의 전

이 구조이다. FR-4 기판은 시스템 회로 기판이라 가

정하였고, 이 기판의 상단에 F자 형태의 마이크로스

트립 선로를 갖는 RO3210 기판의 칩 안테나를 부설

하였다. 칩 안테나의 F형 패턴의 끝단은 1 mm×1 
mm 크기의 금속 패드를 사용하여 시스템 회로 기판

의 접지면과 비아로 연결시켰다. 이 경우 F자 형태

의 선로는 빗금 무늬의 급전 전송 선로에 의해서 전

이가 일어나게 되고, 전이되는 지역에 따라서 다중

접지면 개방 슬롯 구조로 동작하게 된다. 빗금 무늬

의 급전 전송 선로 구조는 상단의 칩 안테나와 커플

링을 하기 위한 급전 구조로 후면 급전 구조의 변화

는 상단 칩 안테나와의 매칭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2. 마이크로스트립 개방 슬롯 전이 구조

Fig. 2. Microstip to open slot transi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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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방 슬롯을 통한 다중 전류 경로

Fig. 3. Multi-current path through the open slots.
 

그림 3은 제안된 안테나의 모드에 따른 접지면 개

방 슬롯 구조에 대한 다중 전류 경로를 나타낸 것이

다. 제안된 안테나는 각 슬롯의 방사 위치에 따라 3
가지의 공진점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 대역은 크게 하위 대역과 상위 대역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전류 경로 ① 및 ②는 안테나가 하위

대역에서 방사하도록 설계하였고, 전류 경로 ③은

상위 대역에서 방사하도록 설계하였다.

Ⅲ. 안테나의 모의실험 결과

그림 4에 제안된 안테나의 칩 안테나의 개방 슬롯

선로 길이 L 및 V, G값의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로 길이 L은 중심 주파수인 1.87 GHz 부근에서 영

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된 안테나가 선

로 길이 L의 길이에 의존해서 개방 슬롯 구조로 동

작하기 때문에 최대 길이가 20 mm보다 작은 경우에

는 중심 주파수 1.87 GHz에서 공진하지 않게 된다. 
그림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방 슬롯 선로 길이

V는 중심 주파수 5.61 GHz에서 공진하는 개방 슬롯

구조에 영향을 준다. V의 길이가 4.5 mm보다 길거나

짧을 경우에는 중심 주파수 5.61 GHz에서 공진이 일

어나지 않는다. 또한 이 선로와 상호 급전하는 시스

템 회로 기판의 급전 선로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도

큰 영향을 준다. 그림 4(c)에 나타낸 점선은 시스템

보드 기판의 상단에 위치하여 칩 안테나와 커플링을

위한 급전 구조이다. 여기서 G의 길이 변화는 1.87 
GHz와 2.63 GHz의 공진 주파수 매칭에 영향을 주

지만 5.61 GHz의 공진 주파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

       (a) 길이 L에 따른 반사 손실의 변화

       (a) Variation of return loss for a length of L

       (b) 길이 V에 따른 반사 손실의 변화

   (b) Variation of return loss for a length of V

       (c) 길이 G에 따른 반사 손실의 변화

   (c) Variation of return loss for a length of G

그림 4. 길이의 변수 값에 따른 반사 손실의 변화

Fig. 4. Variation of return loss for a parameter length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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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의 길이의 후면 급전 선로와

상단 칩 안테나의 바깥쪽 선로와 커플링 양 변화로

인해 그림 3의 전류 경로 ①, ②에 큰 영향을 주지만

전류 경로 ③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5는 최적화된 안테나 구조에 대한 반사 손실

의 모의실험 결과이다(L=20 mm, V=4.5 mm). 모의실

험 결과, 낮은 대역의 두 공진 중심 주파수는 각각

1.87 GHz, 2.63 GHz로 나타났으며, 높은 대역 공진 주

파수는 5.61 GHz로 나타났다. 따라서 3:1 VSWR 임
피던스 대역폭(≤－6 dB)은 중심 주파수 1.87 GHz와
2.63 GHz를 포함하는 1.56 GHz의 대역폭(1.58～3.14 
GHz)과 중심 주파수 5.61 GHz를 포함하는 0.78 GHz
의 대역폭(5.32～6 GHz)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DCS, PCS, UMTS, WLAN의 다중 대역을 만족하

였다.
그림 6은 전계의 법선 성분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5(a) f =1.87 GHz에서 전계는 상호 급전 점에 집

중됨을 알 수 있고, 이는 그림 3의 ①에서처럼 개방

슬롯 구조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b), 5(c)는
각각 ②, ③에 나타낸 바와 같은 개방 슬롯 구조로

동작함을 보여준다.
그림 7은 표면 전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마

이크로스트립 선로와 개방 슬롯 사이의 전자계 상호

결합 상태는 여기되는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되므로, 
각각 다른 공진 주파수에서 주된 전류의 경로가 변

화되어진다. f =1.87 GHz에서 칩의 전송 선로 아래

로 지나는 기판의 급전 선로와 처음 만나는 부분에

그림 5. 반사 손실 모의실험 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 of the return loss.

(a) f =1.87 GHz

(b) f =2.64 GHz

(c) f =5.61 GHz

그림 6. 전계 법선 성분 분포

Fig. 6. Normal E-field distribution.
 

서 상호 급전이 여기된다. f =2.64 GHz에서는 칩의 전

송 선로와 급전 선로가 만나는 외부 모서리 부분에

서 두 번째 상호 급전이 여기된다. 또한 f =5.61 GHz
에서는 칩의 가운데 전송 선로와 급전 선로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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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1.87 GHz

(b) f =2.64 GHz

(c) f =5.61 GHz

그림 7. 표면 전류 분포

Fig. 7. Surface current distribution.
 

하는 지점에서 세 번째 상호 급전이 여기된다.
그림 8은 제안된 안테나의 각 주파수 변화에 따른

방사 패턴을 모의실험한 결과이다. 근접한 대역의

공진 주파수들의 방사 패턴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a) x-z 평면

(a) x-z plane

(b) y-z 평면

(b) y-z plane

(c) x-y 평면

(c) x-y plane

그림 8. 방사 패턴 모의실험 결과

Fig. 8. Simulation result of the radia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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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1.87 GHz, 2.64 GHz, 5.61 GHz에서 각

주파수의 최대 이득은 각각 2.47 dBi, 3.09 dBi, 4.78 
dBi로 나타났다.

Ⅳ. 안테나의 제작 및 특성 측정

그림 9는 제작된 안테나의 사진이다. 칩 안테나의

시스템 회로 기판 위에 놓여 있으며, F자 형태의 선

로의 끝단은 접지면과 비아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10에 제작된 안테나의 측정된 반사 손실과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3:1 VSWR 임피던스

대역폭(≤－6 dB)은 1.61～3.59 GHz로 1.98 GHz의
대역폭과 5.2～6 GHz로 0.8 GHz의 대역폭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제안된 안테나는 DCS, PCS, UMTS, 

  

       (a) 앞면 (b) 뒷면

       (a) Top view              (b) Bottom view

그림 9. 제작된 안테나

Fig. 9. Photos of the fabricated antenna.
 

그림 10. 제작된 안테나의 반사 손실

Fig. 10. Measured return loss of the fabricated antenna.

(a) x-y 평면

(a) x-y plane

(b) x-z 평면

(b) x-z plane

(c) y-z 평면

(c) y-z plane

그림 11. 제작된 안테나의 방사 패턴

Fig. 11. Radiation patterns of the fabricat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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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의 주파수 대역을 만족한다. 측정 결과와 모

의실험 결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는

하단 스트립 선로에서 상단 칩 슬롯 안테나로 커플

링이 모의실험 결과보다 적기 때문에 매칭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은 측정된 반사 손실에서 공진점이라 예

측되는 주파수 1.71 GHz, 2.06 GHz, 2.37 GHz, 2.56 
GHz, 5.37 GHz에서 측정된 제작된 안테나의 방사 패

턴 결과이다. 측정 결과 모의실험 결과와 거의 유사

한 형태의 방사 패턴을 나타내었다. 주파수 1.71 
GHz, 2.06 GHz, 2.37 GHz, 2.56 GHz, 5.37 GHz에서

제작된 안테나의 최대 이득은 각각 0.56 dBi, 2.59 
dBi, 2.69 dBi, 2.63 dBi, 4.76 dBi로 나타났고, H면

(xy-plane)의 평균 이득은 각각 －4.24 dBi, －3.89 
dBi, －1.13 dBi, －0.97 dBi, －0.44 dBi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 통신 기기에 적용 가능한 다

중 대역 칩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칩 안테나(εr=10.2)와 시스템 회로 기판(εr=4.4)으
로 구성되어 있다. 칩 안테나의 전체 크기는 10 mm 
×20 mm×1.27 mm이고, 시스템 회로 기판의 전체 크

기는 30 mm×60 mm×0.8 mm이다. 제안된 구조에서

는 급전 선로의 상호 급전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개

방 슬롯 구조의 안테나로 동작함으로써 다중 대역을

만족하였다. 측정된 3:1 VSWR 임피던스 대역폭(≤
－6 dB)은 1.98 GHz(1.61～3.59 GHz)와 0.8 GHz(5.2 
～6 GHz)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된 안테나는 DCS, 
PCS, UMTS, WLAN의 주파수 대역을 만족함으로 무

선 통신 기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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