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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로부터 인접 전송선로에 전달되는 노이즈 전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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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모바일 기기는 더욱 더 경량화, 집적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 출력의 향상을 위해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
면서 안테나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가 기기 내부의 회로에 영향을 주어, 전체적으로 기기의 성능을 악화시키는 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기의 안테나로부터 인접한 내부 전송선
로에 전달되는 노이즈 전력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전송선로에 전달되는 노이즈 전력은 기본적으로 안테
나 내부 임피던스와 전송선로의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서 안테나와 전송선로 사이
의 S-parameter 제곱의 형태로 전달되는 전력 이득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이렇게 정의된 전력 전달 인덱스
(index)를 이용하여 전송선의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노이즈 전력을 표현하였다. 그 결과, 안테나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전달되는 노이즈 전력에는 많은 차이가 났으며, 특히 굽은 전송선로에서 많은 노이즈 전달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이와 같은 실험적인 결과가 EM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결과와 잘 일치하였고, 근거리, 원거리장에서의
전기장 분포를 고려할 때 그 결과들이 물리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EM 시뮬레이터는 Ansys HFSS
이며, FPCB에서 많이 사용하는 Ground가 있는 CPW(Coplanar Waveguide) 형태의 전송선로를 사용하였다.

Abstract

In these days, many kinds of goods are more light and more integrated. As frequency range of mobile applications have increased 
to improve performance of antenna furthermore,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problem has frequently caused by disturbance of 
antenna in device which aggravates other circuit. This paper proposes a technique for the prediction of noise power to the transmission 
line from antenna located near the line. Although noise power transferred to transmission line is varied by source impedance of antenna 
and load impedance of transmission line basically, the power magnitude can be presented in a square form of S-parameter between 
antenna and transmission line due to small variation of transferred power. For this reason, we can use the index expressed the transferred 
power varied along geometrical shapes of transmission line. As a result, big difference is occurred along location of antenna especially 
the bended line. And this such experiment is correspond with simulation, these results have meaning physically considering electro-
magnetic field distribution in near and far field. HFSS of Ansys and CPW with ground is u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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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바일 기기는 기술의 증가로 인하여 기기가 더

욱더 고성능화, 경량화, 집적화되어 가고 있다. 같은 기기
내에서 안테나와 내부 선로 사이의 공간은 더욱 가까워

졌으며, 이에 따라서 안테나와 같은 노이즈원들에 의해서
기기 내부의 회로가 영향을 받는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현상이 나타나,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4],[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aggressor) 역할을 하는 노이즈 소스원과
희생자(victim) 역할을 하는 회로 사이의 전자기적인 커플
링(coupling)을 회로 설계 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더군다나 효율적인 방사를 목적으로 하는 안
테나의 경우, 전자기적인 커플링은 그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EM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8]. 대표적으로, 송전선로로
유입되는 전자파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BLT(Baum-Liu- 
Tesche) 수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인가되
는 전자파가 평면파(균일 전자파)의 경우에 한하며, 따라
서 비균일 전자파를 방사하는 안테나가 노이즈 소스원의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3]. 
따라서 제품 자신의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자파가 제

품 자신의 내부 회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에는 제품을 제작한 후에야 오동작을 확인하고 있으

며,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제작 후에 테스트를 통하여 수
정하는 실정이므로, 이것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손실을 수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가 인접 전송선로에 미치는 노이즈

전력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안테나로부터 전송선로로 전달되는 전력

은 안테나의 내부 임피던스와 전송선로의 부하 임피던스

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것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
달 전력의 변화를 2장에서 기술하였다. 여기에서는 안테
나와 전송선로 사이의 S 파라미터를 EM 시뮬레이션으로
추출한 후 안테나에서부터 전송선로로 전달되는 전력을

계산하였으며, 이것을 토대로 하여 S 파라미터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전력 전달 인덱스를 정의하였다. 3장에
서는 기본적인 다이폴 안테나를 이용하여 실제로 원거리

에서 안테나의 위치를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변화시켜가

면서 PCB 위의 전송선에 전달되는 전력 이득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 크기를 비교하였다. 4장에서는 실제 제품에
서 발생하는 상황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거리장의 방사

패턴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PCB 위에서
안테나의 위치를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전송선로에 전달되는 전력 이득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또, EM Simulation을 통하여 안테나를 수평, 수직 방향으
로 이동해 가면서 원거리/근거리의 전송선로로 전달되는
전력 전달 인덱스를 추출하였으며, 이것과 앞서서 실시한
실제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력전달 예측 방법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Ⅱ. 안테나와 전송선로 시스템에서의 전력 전달

그림 1은 임의의 다이폴 안테나의 입력포트 1개와 임
의의 전송선로의 출력포트 2개를 포함한 3포트 시스템을
나타내며, 그림 (a)와 (b)는 각각 등가회로 및 개념도를 나
타낸다. Ansys사의 HFSS(High Frequency Structure Simu-
lator)를 이용하여 그림 1(b)와 같은 임의의 다이폴 안테나
와 전송선로를 디자인한 후 S-파라미터를 추출하였으며, 

(b)

그림 1. 다이폴 안테나와 전송선로의 3-port system. (a) 등
가회로, (b) 단순화된 안테나 및 전송선로 모델

Fig. 1. 3-port system of dipole antenna and transmission li-
ne. (a) Equivalent circuit, (b) Simplified antenna and 
transmission model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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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s=25 Ω                                                 (b) Zs=50 Ω

                     (c) Zs=100 Ω                                                 (d) Zs=200 Ω

그림 2. 전원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달 전력. 전원 임피던스가 각각 25, 50, 100, 200 Ω일 때

전송선로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을 나타냄

Fig. 2. Transferred power which is dependent on the source and load impedances.

그림 1(a)와 같이 Agilent사의 ADS(Advanced Design Sys-
tem)를 이용하여 구성한 안테나와 전송선로의 등가모델
에 앞서 추출한 S-파라미터를 안테나 단과 전송선로 단
사이에 삽입하여 각 단의 전원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

스를 변화시켜가면서 안테나에서 전달되는 전력을 수식

적으로 확인하였다. 전송선로 양단의 임피던스 변화와 안
테나의 내부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전력 전달의 특성을

다음 절에 기술한다. 

2-1 전송선로의 양단 부하임피던스와 안테나의 전

원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전력 전달 특성

각 단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달되는 전력량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의 회로에서 안테나의 전원 임피

던스 값과 전송선로의 포트 2와 포트 3의 양 끝 부하의
값을 변화시켜 가며 식 (1)과 식 (2)를 적용하여 안테나에
서 전송선로로 전달되는 전력을 확인하였다. 식 (1)은 안
테나 전원단에서의 출력전력을 나타내며, 는 안
테나의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력이고, 는 안테나의 전
원 임피던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며, 은 안테나에서
다음 단, 즉 전송선로로 실제 전달되는 신호전력을 뜻한
다. 또, 식 (2)는 전송선로의 부하단으로 전달된 전력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2의 그래프에 각 전력들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안테나의 전원 임피던스가 각각
 Ω Ω  Ω Ω일때, 각경우마다전송선
로의 양단 부하를 Ω  Ω Ω Ω Ω으
로 변화시켰으며, 그림 2의 그래프에서 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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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전송선로의 양 부하단으로 전달된 전력이다. 그림
2의 결과에서부터 안테나로부터 전송선로의 부하단으로
전달된 전력량이 안테나의 전원단에서 공급하는 전력량

에 비해서, 이 경우에서는,  ∼    정도로 매우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안테나가 방사되
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력이 공기 중에서 퍼져나가면서

유실되기 때문이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전송선로의 부
하에 전달이 된다고 할수 있다. 또한, 안테나로부터 전송
선로의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량은 안테나의 전원 임피던

스와 부하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그다지 크

게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림 2에서
과 를 5가지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모두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의 곡선으로 보이는 것은
전송선로의 부하 임피던스의 변화가 안테나 회로의  

과 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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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부하임피던스가 ∼ Ω일때에비해서 Ω
일 때 전달되는 전력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 Ω
일 때에는 전달되는 전력이 그다지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안테나로부터 전송선로에 전달되는 최대전력을 기

준으로삼는다면(worst case analysis) 부하가 ∼ Ω
일때에는 전달되는 전력을 기준으로삼을수있고, 이때
이들의 대푯값으로 Ω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테나에서 전송선
로로 전달되는 전력은, 그림 2의 (b)와 같이, 전원 임피던
스와 전송선로의 양쪽 부하 단을 각각 Ω으로 설정하
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2 안테나에서부터 전송선로까지의 전력 전달 인

덱스

안테나로부터 전송선로로 전달되는 전력의 크고 작음

을 판별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력 전달 인덱스 가

필요하고, 이것은 입력부의 전력과 부하의 출력부의 전력
의 비인 전력이득으로 나타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전력의 비는 식 (1)과 (2)에서의   을 이용할 수 있

고, 이 때의 전력이득은 식 (3)과 같이 표현이 된다. 그런
데, 앞 절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은 부하 임피던스 변

화에 거의 변화하지 않으며, 따라서 식 (3)에서의 은

부하 임피던스 변동에 대하여 상수로 취급할 수 있게 된

다. 이 경우에  을 가장 간단한 상수 0을 취하였고, 전

송선로의부하를 Ω으로 선택하면 식 (4)와 같이전력
전달 인덱스를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전원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의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트랜스듀서 이득

(Transducer gain)의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며, 식 (5)는
이것을 나타낸다. 이 식에서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원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가 모두 Ω일 때로 계
산하면 역시 식 (4)와 같이 표현되며,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포트 3을 추가하면 식 (6)과 같은
전력 전달 인덱스를 정의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것을 이용하여 안테나로부터 전송선로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의 많고 적음을 표현하고자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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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거리에 위치한 안테나에서부터 

전송선로의 전력전달

본 3장에서는 VNA(Vector Network Analyzer)를 이용하
여 전송선로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원거리에서 안테

나의 위치를 변화시켜가며 각 위치마다 전송선로로 전달

되는 전력 전달 인덱스를 구하였다. 사용된 안테나는 가
장 간단한 구조인 다이폴 안테나이며, 이것의 입력 단을
포트 1로 지정하였고, 전송선로의 양 끝을 각각 포트 2,

그림 3. 4 cm 다이폴 안테나의 (a) 구동 주파수 3.75 GHz, (b) GSM 대역 900 MHz에서 원거리, 근거리(12.5 mm) 방사 패턴
Fig. 3. Far field and near field(12.5 mm) radiation pattern of 4 cm dipole antenna (a) resonance frequency 3.75 GHz, (b) GSM 

900 MHz.

3으로 지정한 후, 노이즈 소스원인 다이폴 안테나가 임의
의 좌표를 따라 좌, 우로 이동해가며 전달되는 전력을 전
력 전달 인덱스인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값이
가장 클 때의 위치가 안테나로부터 전송선로로 전달되는

전력량이 가장 큰 지점이다.

3-1 다이폴 안테나의 원거리 방사특성

소스원으로서 전송선로에 영향을 주게 될 다이폴 안테

나의 중심 주파수는 4G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는 GSM 대
역인 900 MHz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하지만 900 MHz에
맞추어 다이폴 안테나를 제작하려면   

  식에 의해

안테나의 총 길이가 16.67 cm이 돼야 하는데, 사실상 이
크기는 전송선로 길이에 비해 너무 커 시뮬레이션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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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실험상으로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
를 줄인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임의로 4 cm로 줄인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공진 구동 주파수는 3.75 GHz이다. 
그림 3(a)에 3D Simulator로 확인한 다이폴 안테나의 3.75 
GHz에서의 원거리 방사 패턴(왼쪽)과 근거리 방사 패턴
(오른쪽)이 나타나 있으며, 그림 3(b)의 그림에는 같은 다
이폴 안테나의 본 실험에서 진행하는 900 MHz에서의 원
거리 방사 패턴(왼쪽)과 근거리 방사 패턴(오른쪽)이 나
타나 있다. 근거리 방사 패턴은 다음 4장에서 진행되는
거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12.5 mm 떨어진 거리에서의
방사 패턴을 나타내었다. 4 cm의 다이폴 안테나는 900 
MHz 주파수에 맞춘 안테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테
나의 이득이 현저하게 낮지만, 본 논문에서는 실제 모바
일 기기 구동주파수에 맞추어 진행하였고, 또 근거리에서
의 방사량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4 cm의 다
이폴 안테나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3-2 수평 전송선로로의 전력 전달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수평 전송선로로는 50 Ω으로 정
합된 직선 형태의 Ground가 있는 CPW(Coplanar Wave-
guide)를 사용하였으며, 전송선로의 x축의 길이는 80 mm
이고, y축의 길이는 25 mm이다. 

  

 
 




  m 
 안테나의총길이

(7)

  
식 (7)을 이용하여 안테나의 원거리장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며[2],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4 cm 안테나는 900 MHz에서 9.6 cm를 기준으로 그 이상
에서는 원거리장 해석이다. 그림 4의 전송선로로부터 안
테나의 거리 d는 191 mm로 충분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장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4에 전체적
인 실험의 개념도가 그려져 있는데, 전송선로 위 다이폴
안테나를 수직으로 세운 뒤, x축, y축으로 5 mm씩 옮겨
VNA를 이용하여 각 노드점의 위치에서 과 을 추

출할 수 있다. 이 때 PCB 위 노드에 안테나의 중심이 위

그림 4. 3포트 시스템에서의 안테나 스캐닝 모델
Fig. 4. Model of antenna scanning at 3-port system.
  

치하게 되며, 80 mm×25 mm 전송선로인 경우 17×6번, 총
102번의 스캐닝으로 S-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다. 스캐
닝이 끝난 뒤, 추출한 S-파라미터 식 (6)을 이용하여 전력
전달 인덱스를 구하였고, 이것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송선로 부하에 전달

되는 전력이 안테나의 위치에 변화에 따라서 거의 차이

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컬러바를 확인하면 안테나

입력 전력에 비하여 약    정도의 전력이 전달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테

그림 5. 동작주파수 900 MHz일 때 원거리장에서의 수평
전송선로의 위치에 따른 전력 전달

Fig. 5. Transferred power to horizontal transmission line res-
pect to location at far-field at 90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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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득 자체도 원거리에서는 워낙 작고, 또 대부분의
전력이 공기 중으로 방사되어 전송선로로 전달되는 전력

량이 적은 것도 그 이유이다. 

3-3 수직 전송선로로의 전력 전달

수직 전송선로 역시 수평 전송선로와 마찬가지로 50 Ω
으로 정합된 직선형태의 Ground가 있는 CPW로 같은 전
송선로를 사용하였고, 수평 전송선로의 경우에서 전송선
로를 시계방향으로 90° 회전시켜 전체적으로 수직 방향
으로 스캐닝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수평 전송선로
와 마찬가지인환경에서식 (6)을 적용하였으며, 그림 6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송선로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이 안테나의 위치에
변화에 따라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평 전송선로의 경우와 비슷하게, 안테나 입력

전력에 비하여 약    정도의 전력이 전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경우, 그림 5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달되는
전력이 약간 큰 지점이 있지만, 안테나의 이득이 낮은데
다 전송선로와 안테나와의 거리가 멀어 전송선로로 유

그림 6. 동작주파수 900 MHz일 때 원거리장에서의 수직
전송선로의 위치에 따른 전력 전달

Fig. 6. Transferred power to vertical transmission line res-
pect to location at far-field at 900 MHz.

그림 7. 다이폴 안테나의 전기장 분포
Fig. 7. E-field distribution of dipole antenna.
  
입되는 전력이 매우 적기 때문에 위치 별로 전달되는 전

력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원거리에서의 전력 전달은 송전선로의 방향, 위치에 무관
하게 전력이 전달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Ⅳ. 근거리에 위치한 안테나에서부터 

전송선로의 전력전달

모바일 기기 등 기기 내에 위치하는 안테나와 회로와

의 거리는 안테나의 크기에 비해 인접 거리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근거리장 해석이 필요하다. 4장에서는 안테
나와 전송선로를 인접하게 두고 전송선로가 안테나로부

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한 지점을 찾기 위하여

HFS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안테나와 전송선로를 직접
제작하여 VNA를 이용해 실험 후 그 결과를 비교한다. 3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이폴 안테나를 포트 1로 지정하
고, 전송선로의 양끝을 포트 2, 3으로지정한 후, 식 (6)을
이용하여 안테나로부터 전달받는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4-1 다이폴 안테나의 근거리 방사특성

4장에서의 다이폴 안테나 역시 900 MHz 구동주파수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
진 구동 주파수(3.75 GHz)가 아닌 900 MHz에서 구동되는
40 mm 크기의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에 그림 3(b)와 같이
원거리장에서의 이득이 현저하게 낮아지지만, 동일한 조
건의 근거리장에서는 공진 구동 주파수(3.75 GHz)로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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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와 비교해서 방사 이득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4장의 인접한 거리에서
의 근거리장 해석도 40 mm 크기의 다이폴 안테나를 900 
MHz로 구동하여 진행하였다. 

4-2 수평 전송선로로의 전력 전달

수평전송선로로는 3-2장에서와동일한직선형태의 Gr-
ound가 있는 CPW(Coplanar Waveguide)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다만 근거리장 해석이기 때문에 그림 4의 전송선로로

부터 안테나의 거리 d는 12.5 mm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

(a) 시뮬레이션
(a) Simulation

(b) 실험
(b) Experiment

그림 8. 동작주파수 900 MHz일 때 근거리장에서 수평 전
송선로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

Fig. 8. Transferred power to horizontal transmission line res-
pect to location at near-field.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8(a)가 시뮬레이션에서 식
(6)을 적용하여 나타낸 결과이고 그림 8(b)가 시뮬레이션
과 동일한 환경에서 VNA를 이용하여 실험한 후에 식 (6)
으로 안테나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전달 전력을 나타

낸결과이다. 두 그림에서 볼수있는 바와같이전달되는
전력 이득은 대략적으로  ∼   정도이며, 측정
치와 시뮬레이션치가 상대적인 위치 측면에서 모두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또, 안테나의위치가 전송선
로의 가운데 부분에 있을 때보다 전송선로의 위쪽과 아

래쪽의 부분에 있을 때 전달되는 전력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3의 (a), (b)의 확대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안테나의 근거리 패턴이 단순하지 않아, 
근거리에서 패턴을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

기 때문이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거리장에
서는 평면파의 파형으로 전달되어 전송선로로 인가되지

만, 근거리장에서는 패턴이 측정되는 위치마다 전자기장
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리장에서 전달되는 경로를
따라 전송선로로 전력 전달이 되며, 이는 어떻게 어느 방
향으로 전달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같이 측정 또는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면, 근거리장에서 전달되는 전력을 안테나의 위치에
따라서 비교하여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4-3 수직 전송선로로의 전력 전달

수직 전송선로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을 이용한다. 3-3
장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선로를 시계방향으로 90° 회전
시켜 전체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스캐닝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림 9에 시뮬레이션과 실험의 결과가 나타
나 있다. 이 경우에도 수평 전송선로의 경우와 비슷하게
전달되는 전력은 대략적으로  ∼   정도이며, 
측정치와 시뮬레이션치가 상대적인 위치 측면에서 잘 일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꺾인 형태의 전송선로의 전력 전달 

그림 10에 나타나 있는 꺾인 형태의 전송선로 역시 50 
Ω으로 정합되어 있는 CPW의 형태이며, x축과 y축의 길
이는 각각 100 mm, 60 mm이다. 역시 근거리장 해석이기
때문에 안테나와 전송선로의 거리 d는 12.5 mm로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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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뮬레이션
(a) Simulation

(b) 실험
(b) Experiment

그림 9. 동작주파수 900 MHz일 때 근거리장에서 수직 전
송선로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

Fig. 9. Transferred power to vertical transmission line respect 
to location a near-field.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역시 각각 x축, y축으로 5 
mm씩 옮겨가며 안테나가 위치하였을 때, 시뮬레이션과
실험은 각각 21×13=273번의 스캐닝이 진행된다.
꺾인 형태의 전송선로 역시 과 을 추출하여 식

(6)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수평/수직 전송선로의 경우보다 10～100
배 많은, 대략적으로    정도의 전력이 전달이 되고

그림 10. 근거리장에서 꺾인 전송선로로의 수평 안테나

스캐닝 모델

Fig. 10. Model of horizontal antenna scanning to bended tr-
ansmission line at near field.

(a) 시뮬레이션 결과치
(a) Simulation

(b) 실험 결과치
(b) Experiment

그림 11. 근거리장에서의 꺾인 전송선로의 위치에 따른

전력 전달

Fig. 11. Transferred power to bended transmission line res-
pect to location at near-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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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측정치와 시뮬레이션치가 상대
적인위치 측면에서 잘일치하고있음을알 수있다. 꺾인
전송선로에서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력이 전달되

는 것은 그림 3 및 그림 7과 같이 복잡한 근거리 방사 패
턴과 상대적으로 복잡한 전송선로가 결합되면서 많은 전

력의 전달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노이즈 소스원인 안테나와 전송선로 사

이에서 발생하는 커플링을 안테나의 위치를 바꾸어 가며

S-파라미터를 추출하여 예측할 수 있었다. EM simulation
을 이용하여 임의의 다이폴 안테나와 임의의 전송선로의

모델을 해석한 후, 추출한 S-파라미터를 등가회로에 삽입
하였고, 전송선로의 등가회로의 부하 임피던스와 전원 임
피던스를 변화시켜 가며 전달되는 전력을 분석해 본 결

과, 부하 임피던스와 전원 임피던스의 영향이 없는 전력
전달 인덱스를 정의하였으며, 이것을 안테나로부터 전송
선로로 전달되는 전력의 크기 비교에 사용하였다. 또한, 
수평/수직 형태의 전송선로와 꺾은 형태의 전송선로를이
용하여 인접한 거리에 안테나를 두고, 전송선로 부하
에 전달된 전력을 EM simulation 결과와 VNA 장비를 이
용하여실험한결과가거의일치하였고, 꺾인형태의전송
선로에 전달되는 전력이 수평/수직의 전송선로의 경우보
다 약 10～100배 정도 더 전력이 전달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복잡한 안테나의 근거리장 패턴과 상대적으로 복

잡한 전송선로의 모양이 결합된 결과로 물리적으로 유의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안테나의 위치를 변화
시키는 스캐닝과 함께 S-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전송선로
에 전달되는 전력을 예측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현재모바일기기 내에는 여러개의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Multi-Antenna와 전
송선로 사이의 커플링도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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