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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안테나 구조 없이 리액티 소자 만을 이용하여 단말기 그라운드를 방사체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

개한다. 안테나의 특성은 블루투스 역에서 동일 그라운드 면 (40×20 mm2)을 가지는 미앤더 IFA와 비교하여

분석하 다. 시뮬 이션 측정을 통해 캐패시터 소자 만을 이용한 안테나가 가장 높은 방사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되었다. 이는 안테나의 인덕턴스가 높을수록 그라운드의 방사 항이 감소하고, 캐패시터의 손실

항이 인덕터 는 IFA보다 낮기 때문이다. 높은 방사 효율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안테나의 면 (5×2.5 mm2)

은 IFA의 면 (12×2.5 mm2)의 반 이하이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method to utilize a terminal ground as a radiator only using reactive components without 

an antenna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antenna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meander IFA on the same 

ground plane(40×20 mm2) for the bluetooth band. From simulation and measurement data, it is found that the proposed 

antenna using only capacitors provides the highest radiation efficiency. This is because of that the higher inductance 

reduces radiation resistance of a ground and the capacitor has a lower loss resistance comparing to that of the IFA 

or the inductor. In spite of the high radiation efficiency, the area (5×2.5 mm2) of the proposed antenna is less than 

half of the area (12×2.5 mm2) of the IFA.

Key words : Small Antenna, Ground Radiation, Reactive Component, Radiation Efficiency

Ⅰ.   론      

휴 용 단말기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단

말기 내부에 장착되는 안테나의 크기도 어들게 되

었다
[1]. 그러나 안테나가 소형화될수록 안테나의

역폭과 방사 효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2]～[5] 이를 극

복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휴 단말기에서 그

라운드는 역폭 방사 효율에 많은 향을 미치

므로
[6] 
그라운드의 특성 모드(characteristic mode) 분

석과 이 방사 모드를 효과 으로 커 링(coupling) 

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다
[7],[8]. 이 기술은 안테나가 아닌 커 러(cou-

pler)를 이용하여 단말기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나, 

단말기를 더욱 소형화하기 해서 커 러의 소형화

한 필요하므로 커 러가 아닌 리액티 (reactive) 

집 소자(lumped component)를 이용하여 단말기 그

라운드를 방사체로 활용하는 새로운 기법이 제안되

었다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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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소형화를 해 리액티 소자를 삽입

한 안테나는 좁은 역폭과 낮은 효율을 갖지만
[12]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 구조 없이 리액티 소자 만

을 이용하여 그라운드를 방사체로 효과 으로 활용

함으로써 효율 개선 역폭 확보가 가능함을 보

이고자 한다. 이를 해 미앤더 패턴(meander pattern)

을 사용한 역에 안테나(IFA: Inverted-F Antenna)와

제안하는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와 비교 분석을 진행

할 것이다. 역에 안테나의 공진 주 수는 미앤더

패턴의 길이로 조정되며,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공진 주 수는 리액티 집 소자 값을 통해 조정

된다. 본 논문에서는 캐패시턴스 만을 이용한 경우

와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를 사용한 경우의 방사 효

율 역폭을 찰하 으며, 각 안테나들의 그라

운드 류 분포를 찰하여 그라운드를 효과 으로

방사체로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용되

는 리액티 소자의 종류는 상용 칩(chip) 캐패시터

(capacitor) 는 칩 인덕터(inductor)가 될 수 있다. 상

용 칩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단가 감 튜닝 시간

단축의 이 들을 부가 으로 얻을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안테나 시뮬 이션은 ANSYS사의 HFSS를 사

용하여 진행하 다.  

Ⅱ. 본  론

2-1 안테나 구조

그림 1은 블루투스용 역에 안테나와 리액티

소자를 이용한 안테나의 세부 형태를 보여 다. 그

라운드 크기는 두 안테나 모두 40×20 mm2
이며, 이는

일반 인 블루투스 이어셋(earset)의 크기와 비슷하

다. 그라운드 안테나 패턴은 FR4(εr=4.4, tanδ

=0.02) 유 체 상에서 설계 제작하 다. 역에 안테

나는 12×2.5 mm2
의 역을 가지며, 소형화를 해

미앤더 구조를 사용하 다. 소형화를 해 역에

안테나의 패턴을 미앤더 는 헬리컬 형태로 구 할

수 있다
[13]. 리액티 소자를 이용한 안테나는 5×2.5 

mm2
의 역을 가지며, 공진 주 수 조 을 해 리

액티 소자 2개를 삽입하 다. 역에 안테나의 안

테나 면 은 제안한 안테나 구조의 2.4배의 크기를

가진다. 리액티 소자는 캐패시터 2개의 조합 는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조합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조합을 통해 미세한 공진 주 수 조 이 가능하다.  

미앤더 안테나는 등가 으로 인덕터와 항(손실

항과 방사 항)의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미앤더

패턴의 길이에 따른 인덕턴스의 변화
[14]
를 통해 안테

나의 공진 주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소형화를 해

미앤더 패턴 간의간격을 좁힐수록근 효과로인한 

손실 항의 증가로 인해 안테나의 효율이 감소하므

로
[15] 
본 논문에서는 역에 안테나의 패턴 간격을

패턴 두께의 2배인 0.6 mm로 설정하 다. 제안한 안

테나는 그라운드 내에 단락 지 과 리액티 소자를

지나가는 루 류 모드를 가지며, 이 루 류 모

드는 과 단락 지 을 포함하는 소형 루

을 통해 커 링된다. 사용된 리액턴스 소자 최

 

(a) 역에 안테나

(a) IFA

(b) 리액티 소자를 이용한 안테나

(b) Antenna using reactive component

그림 1. 안테나 구조

Fig. 1. Antenna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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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한 개는 캐패시턴스 소자를 갖는다.  

2-2 안테나 분

그림 1(b)의 제안한 안테나는 그라운드에 형성되

는 루 류에서 발생하는 인덕턴스와 리액턴스 집

소자의 결합을 통해 공진을 발생시키며, 소자들

의 리액턴스 값을 변경하여 공진 주 수를 제어할

수 있다. 방사(radaiton)는 그라운드 내의 루 류

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 역에 안테나와 그라운드

사이의 분산 캐패시턴스(distributed capacitance)와 그

곳에서 흐르는 변 류(displacement current)를 고

려하면 역에 안테나 한 리액티 소자들을 활용

하는 제안한 안테나와 동작 원리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역에 안테나 한 그라운드의

방사를 활용하나, 공진 주 수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테나

속 패턴에서 발생하는 손실 항과 리액티 소자

에서 발생하는 손실 항이 다르고, 그라운드에 흐

르는 류 분포에 의한 방사 항이 다르므로 각 안

테나는 다른 방사 효율(radiation efficiency)을 가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고려된 안테나들은 모두

과 단락 지 을 포함하는 소형 루 구조를

가지며, 이는 역에 안테나(planar inverted-F ante-

nna)에서와 같이 입력 임피던스 조정을 해 사용된

다.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고려되는 안테

나들의간략한 등가 모델은그림 2로표 할수 있다.

사용한 리액티 소자의 종류에 따른 방사 효율

변화를 살펴보기 해 10 nH 인덕터와 0.2 pF 캐패

시터를 사용한 경우와 1 pF 캐패시터 2개를 삽입한

경우로 나 어 분석하 다. 방사 항의 변화만을

고려하기 해 먼 리액티 소자 내의 손실 항

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이 소자 값들은 각각 블루투스 역의 심 주

수인 2,440 MHz에서 공진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으

며, 이 때의 정재 비(VSWR: Voltage Standing Wave 

Ratio)와 방사 효율을 그림 3에 도시하 다.

역에 안테나와 캐패시터 만으로 구성된 제안한

안테나의 역폭은 정재 비 3:1을 기 으로 각각

200 MHz(2,320～2,520 MHz)와 180 MHz(2,340～2,520 

MHz)로 비슷하고, 인덕터와 캐패시터로 구성된 제안

한 안테나의 역폭이 100 MHz(2,380～2,480 MHz)

등가 소자 (a) 역에 안테나

La 안테나의 인덕턴스

Ra 안테나의 방사 항과 손실 항

C 안테나와 그라운드 사이 캐패시턴스

Lg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Rg 그라운드의 방사 항과 손실 항

등가 소자
(b) 제안한 안테나

(10 nH+0.2 pF)

La 칩 소자의 인덕턴스

Ra 칩 인덕터와 칩 캐패시터의 손실 항

C 칩 소자의 캐패시턴스

Lg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Rg 그라운드의 방사 항과 손실 항

등가 소자
(c) 제안한 안테나

(1.0 pF+1.0 pF)

La 없음

Ra 칩 캐패시터의 손실 항

C 칩 소자의 캐패시턴스

Lg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Rg 그라운드의 방사 항과 손실 항

그림 2. 그림 1 안테나들의 등가 모델

Fig. 2. Equivalent circuit of antennas in Fig. 1. 
 

로 가장 좁다. 그러나 방사 효율의 찰을 통해 역에

안테나는 미앤더 패턴에 의한 손실 항의 증가

에 의한 역폭 확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안

한 안테나에 있어서 사용한 리액티 소자가 다를

경우 방사 효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무손실

소자를 사용했으므로 다른 방사 항에 의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소형 안테나에 있어서 단말기 그라운드에 흐르는

류의 방사가 안테나의 역폭 방사 효율에 큰

향을 미친다. 각 안테나들에서 그라운드의 방사

효과를 찰하기 해 그라운드 내의 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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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재 비

(a) VSWR

(b) 방사 효율

(b) Radiation efficiency

그림 3. 무손실 리액티 소자를 이용시 그림 1의 안

테나의 특성 비교(시뮬 이션)

Fig. 3. Comparison of antennas in Fig. 1 when using 

lossless reactive components(simulation).

 

찰해 보도록 하자. 그림 4는 각 안테나의 공진 주

수에서 그라운드의 류 도(current density)를 동

일 범 상에서 도시한 것이다. 류 분포는 캐패시

터 2개로 구성된 제안한 안테나에서 가장 넓게 형성

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역에 안테나에서 넓

게 형성이 된다. 인덕터와 캐패시터로 구성된 제안

한 안테나가 가장 좁은 류 분포를 형성한다. 류

분포를 통해 방사 항을 유추해 보면 캐패시터 2개

를 사용한 제안한 안테나, 역에 안테나,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사용한 제안한 안테나 순으로 높은 방사

항은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모든 안테나에서

주변에 류 분포가 높으므로 노이즈(noise) 신

호원이 되는 부품은 최 한 에서 최 한 떨어뜨

(a) 역에 안테나

(a) IFA

(b) 제안한 안테나(10 nH+0.2 pF)

(b) Proposed antenna(10 nH+0.2 pF)

(c) 제안한 안테나(1.0 pF+1.0 pF)

(c) Proposed antenna(1.0 pF+1.0 pF)

그림 4. 공진 주 수에서 안테나들의 류 도

Fig. 4. Current density of the antennas at the resonant 

frequency.

 

리는 것이 권장된다. 그림 1(a)의 역에 안테나의

등가 인덕턴스는 략 인 계산을 통해
[14] 5.3 nH임

을 알 수 있으며, 제안한 안테나 구조에서 10 nH의

인덕터를 삽입한 경우와 비교하면 안테나가 높은 인

덕터를 공 할수록 낮은 방사 항 값을 가지게 됨

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인덕턴스가 안테나 구조로

부터 제공되면 그라운드에서 제공하는 인덕턴스가

낮아져 그라운드 내에 루 류가 작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높은 안테나의 인덕턴스는 그라운드

의 류 분포를 작게 형성시키고, 이는 방사 항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다만 그림 3(b)의 방사 효율

은 무손실 리액티 소자를 사용할 때 역에 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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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재 비

(a) VSWR

(b) 방사 효율

(b) Radiation efficiency

그림 5. 손실 리액티 소자를 이용시 그림 1의 안테

나의 특성 비교(시뮬 이션)

Fig. 5. Comparison of antennas in Fig. 1 when using 

lossy reactive components(simulation).

 

나는 안테나의 손실 항까지 고려되었으므로 더 낮

은 방사 효율을 가지게 된다. 

실제 상용 리액티 칩 소자는 손실 항을 가지

고 있으며, Q-factor를 통해 특성이 정의된다. 이 Q- 

factor와 소자 값을 알면 해당 주 수에서의 등가

항 값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캐패시터 소자보다

인덕터의 Q-factor 값이 훨씬 낮다[16],[17]. 본 논문의

시뮬 이션 제작은 사용 역에서 10 nH(Q-fac-

tor: 30) 인덕터와 0.2 pF(Q-factor: 200) 캐패시터와

1.0 pF(Q-factor: 150)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수행되었

다. 제조사별 Q-factor의 값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낮은 Q-factor 소자를 사용하면 높은 손실 항으로

인하여 안테나 방사 효율이 다소 떨어지게 된다. 일

반 으로 1.0 pF 정도의 칩 캐패시터는 손실 항은

값이 작아 방사 효율 감소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

나, 10 nH 정도의 칩 인덕터는 손실 항이 높아 방

사 효율 감소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3의 시뮬 이션에 리액티 칩 소자의 손실

항을 추가로 고려한 결과이다. 그림 3(b)에서 역에

안테나가 가장 낮은 방사 효율을 가지고 있었으나, 

리액티 소자의 손실 항을 고려하 을 때는 제안

한 안테나에서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사용한 경우가

제일 낮은 방사 효율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상은 인덕터에서 제공하는 높은 손실 항에 의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한 안테나 구

조에 있어서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삽입하는 경우는

캐패시터 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낮은 방사 항을

가지며, 높은 손실 항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낮은

방사 효율을 가지게 된다. 캐패시터 만으로 안테나

를 구성하면 그라운드의 류 분포를 넓 방사

항을 증가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낮은 손실 항을

갖게 설계할 수 있으므로 역에 안테나보다 반 이

상 작은 안테나 공간에 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방사 효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한, 제안

한 안테나는 미앤더 안테나와 다르게 소자 값만 변

경하여 공진 주 수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최 화

작업에서 추가 인 샘 제작이 필요가 없다. 

그림 6은 제작된 역에 안테나와 제안한 안테나

를 보여주며, 그림 7은 이 안테나들의 측정된 정재

비를 보여 다. 제안한 안테나의 역폭이 시뮬

이션보다 약간 넓은 이유는 실제 리액티 소자의

Q-factor가 우리의 상치보다 조 더 낮기 때문으

로 보인다. 그러나 체 으로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는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안테나

의 입력단의 반사 효율(reflection efficiency)과 안테나

방사 효율(radiation efficiency)이 모두 고려된 안테나

체 효율(total antenna efficiency)의 시뮬 이션과

측정 결과들을 보여 다. 리액티 소자의 손실

항이 상보다 다소 높아 측정된 안테나 체 효율

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나, 두 결과 값에서

경향의 일치함을 찰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캐

패시터 만을 사용한 제안한 안테나 구조가 가장 높

은 안테나 체 효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의측정된 실 이득(realized gain) 방사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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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역에 안테나

(a) IFA

(b) 제안한 안테나

(b) Proposed antenna

그림 6. 제작된 그림 1의 안테나

Fig. 6. Manufactured antennas in Fig. 1.

 

그림 7. 그림 1에 안테나들의 측정된 정재 비

Fig. 7. Measured VSWRs of antennas in Fig. 1.

 

통해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각 안테나의 동작 원리

가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안테나의 구

방식에 따른 효율 차이로 인하여 각 패턴의 값은 차

(a) 시뮬 이션

(a) Simulation

(b) 측정치

(b) Measurement 

그림 8. 그림 1 안테나들의 안테나 체 효율

Fig. 8. Total antenna efficiency of antennas in Fig. 1.

이를 보인다. 그라운드의 크기의 변화는 방사 특성

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휴 단말기와 같은 큰 그

라운드에서 제안된 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낮은 주

수에서 높은 방사 효율을 갖는 안테나가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안테나 체 효율과 실 이득 방사 패

턴은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Association), OTA(Over The Air performance) 규격에맞

는 3차원 자 무반향실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리액티 소자 만을 이용한 그라운

드 안테나를 미앤더 IFA와 비교하여 설명하 다. 그

라운드의 류 분포를 통하여 안테나의 인덕턴스가

높을수록 방사 항이 낮아지므로 캐패시터 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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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Y 평면

(a) X-Y plane

(b) Z-X 평면

(b) Z-X plane

(c) Y-Z 평면

(c) Y-Z plane

그림 9. 그림 1 안테나들의 안테나 실 이득 방사

패턴

Fig. 9. Realized gain patterns of antennas in Fig. 1.

용한 그라운드 안테나의 방사 항이 제일 높음을

보 다. 더욱이 역에 안테나 는 인덕턴스 소자

의 손실 항이 캐패시터 소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캐패시턴스 만을 사용한 그라운드 안테나의 방사 효

율은 다른 두 개의 안테나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방사

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설계된

캐패시터 소자 만을 이용한 그라운드 안테나는 IFA 

비 작은 크기를 가지면서 방사 효율이 높으므로

소형단말기에 용하기매우용이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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