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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스마트 폰의 디자인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

면이 커지면서도 두께가 얇아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으며, 
견고함의 목적과 동시에 미관을 위하여 후면 커버(cover)
를 플라스틱에서 메탈(metal)로 교체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메탈 커버의 적용은 안테나 동작에 매우 불리하

게 작용하고 있다. 메탈 커버가 안테나의 방사를 막고 있

어서 방사 효율을 저하시키고, 임피던스 정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탈 커버로 인한 방사 효율의
저하를 해결하는 것과 대역특성을 넓히는 것 등이 현재

안테나 연구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메탈 커버처럼 접지
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방사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커플링 급전 구조를 이용하여 후면이 접지가 있는 부분

에는 PIFA(Planar Inverted F Antenna)로 접지가 없는 소형
공간에는 IFA(Inverted F Antenna)를 하이브리드(hybri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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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메탈 커버를 방사소자의 일환으로 적용한 광대역 MIMO 안테나를 설계하고, 이를 PCB 기판에 구현한
다. 제안 안테나는 모노폴 안테나와 모노폴로부터 커플링 급전을 받는 IFA 및 메탈 커버 방사체로 구성된다. 따라서 모노
폴 안테나와 IFA 및 메탈 커버가 동시에 동작하는 하이브리드 안테나가 된다. 제안 안테나는 LTE class 13/ LTE class 
14/ CDMA/ GSM900/ DCS/ PCS/ W-CDMA/ LTE class 40/WiFi 대역에서 VSWR 3:1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였다. 상하 대각
선 급전 MIMO 안테나의 최대 포락선 상관계수는 0.186이다. 방사 측정 결과, 전 대역에서 —5.14～—1.28 dBi의 평균
이득과 30.87～74.48 %의 효율을 얻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broadband MIMO antenna using the metal cover that is one of the antenna radiators is designed and implemented 
on the PCB. The proposed antenna consists of a monopole and an IFA fed by the coupling structure and a metal cover radiator. 
Therefore, a monopole and an IFA with a metal cover radiator operate simultaneously through a hybrid form of operation. The antenna 
satisfies VSWR 3:1 at the bands of LTE class 13, class 14, CDMA, GSM900, DCS, PCS, WCDMA, LTE class 40 and WiFi. The 
maximum ECC of diagonally fed MIMO antenna is 0.186. The measured average gain and efficiency were —5.14～—1.28 dBi and 
30.87～74.48 % over the desire band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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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메탈 커버가 아닌
불규칙한 접지에 둘러싸인 경우에 대한 연구이다[1],[2]. 스
마트 폰 안테나는 음성통신 대역은 물론, 데이터 통신 대
역을 커버하는 광대역 특성을 가져야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광대역 메탈 커
버 안테나 연구로, 메탈 커버 면에 슬롯을 이용하여 다중
대역을 유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전 대역을 만족하기
엔 대역이 좁고 방사 효율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4]. 또한, 4세대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MI-
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의 경우, 공간이
좁은 관계로 안테나 간의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
로 MIMO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인 격리
도 및 포락선 상관계수(Envelop Correlation Coefficient, 
ECC) 성능을 만족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이고 있다[5]. 이
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이면서 방사 효율이 높은 안테

나에 대한 연구[6]～[9]와 더불어 안테나 간 분리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10],[11]가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CB 기판에 주 안테나를 설계하고, 동

시에 메탈 커버에도 급전하여 안테나로 동작시키는 MI-
MO 안테나를 제안한다. 제안 안테나는 폰의 상단과 하단
에 주 안테나를 위치하여 대각선으로 급전하는 MIMO 안
테나를 설계한다. 설계 대역은 LTE class 13(746～787 
MHz), LTE class 14(758～798 MHz), CDMA(824～894 
MHz), GSM(880～960 MHz), DCS(1,710～1,880 MHz), 
PCS(1,750～1,910 MHz), WCDMA(1,920～2,170 MHz), 
LTE class 40(2,300～2,400 MHz), WiFi(2,400～2,499 MHz)
의 9중 대역이며, VSWR 3:1 이하로 설계한다. 안테나의
설계는 3D EM 시뮬레이션 툴인 Ansoft사 HFSS를 이용하
여 설계한 후 이를 제작한다. 안테나의 구현은 FR4 기판
에 구현하며, network analyzer 및 MTG사의 무반사실 방
사 측정 장비로 제안 안테나의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고
찰한다.

Ⅱ. 안테나 구조

그림 1(a)는 제안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제안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하여 비유전율( ) 4.4, 두께(t) 
0.8 mm를 갖는 FR4 기판을 사용하였다. 기판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가 64×126×0.8 mm3이며, 메탈 커버의 면
적은 64×116 mm2이다. 안테나 급전을 위하여 50 Ω의
CPWG(Co Planar Waveguide with Ground)의 전송선을 사
용하였다. MIMO 안테나로의 동작을 위해 상단 및 하단

(a) 정면도
(a) Front view

(b) 메탈 커버의 결합
(b) Assembling of the metal cover

(c) 메탈 커버 급전
(c) Feeding for the metal cover

그림 1. 제안 안테나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propos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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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 안테나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main antenna.
 

에 있는 안테나로 대각선으로 각각 급전된다. 주 안테나
를 구현하기위한 공간은 그림 1(a)에 옅은 초록색부분의
표시된 그라운드가 없는 부분이며 상, 하단이 같은 면적
인 15×64 mm2이다. 그림 1(b)는 기판에 부착되는 메탈 커
버의 결합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메탈 커버의 연결
은 상단에 있는 안테나와 하단에 있는 안테나와 대칭되

는 위치에 연결된다. 주 안테나의 원활한 동작을 위해 메
탈의 크기는 기판보다 상단과 하단에 각각 세로 5 mm씩
작게 설계하였다. 그림 1(c)는 주 안테나에서 메탈 커버에
급전하는 그림이다. 기판과 메탈 커버 사이의 간격은 5 
mm이고, 내부는 빈 공간이다.

Ⅲ. 안테나 설계 및 파라미터 분석

그림 2는 주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낸 모습이다. 주 안
테나는 크게 모노폴 안테나와 IFA로 나누어진다. 제안 안
테나의 급전은 모노폴 안테나에 급전하며, 급전선로를 만
들어서 메탈 커버에도 동시에 급전을 한다. IFA는 그림 2
에 표시된 동그라미 부분과 같은 커플링 구조에 의해 모

노폴 안테나로부터 급전된다. IFA는 주방사를 담당하는
접힌 구조의 방사체와 short stub 및 open stub으로 설계하
였다. IFA 커플링 급전을 위한 급전선로 간격은 0.4 mm
이다. 따라서 제안 안테나는 1개의 급전을 통해 모노폴
안테나, 메탈 커버 및 IFA가 동시에 동작하는 하이브리드
안테나가 된다.
그림 3은 주안테나와메탈커버를연결했을때와 연결

하지 않았을 때 VSWR 비교를 나타낸 그림이다. 메탈 커
버를 연결하지않았을 때의 VSWR은연결했을 때보다 전
반적으로 좋지 않고, 특히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매우
불량하다. 이는 메탈 커버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메탈 커

버는 주 안테나를 에워싸고 있는 접지 역할을 하게 됨으

로써, 안테나의 방사를 막아 방사저항 형성을 어렵게 하
기 때문이다. 반면, 메탈 커버가 연결되었을때의 메탈 커
버는 안테나의 방사소자로 동작함으로써 VSWR이 좋아
지게 된다. 이는 그림 6의 안테나 전류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모노폴 안테나의 길이 L 변화에 따른 VSWR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L의 길이를 10 mm에서 18 mm까
지 4 mm씩 늘려가며 VSWR 특성을 비교하였다. 모노폴
안테나는 제안 안테나의 낮은 주파수 대역을 담당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림에서 보듯이 L의 길이가 18 mm일 때
VSWR 3:1 기준으로 LTE class 13, 14 대역을 만족함을 볼

그림 3. 메탈 커버 연결했을 때와 연결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VSWR
Fig. 3. Comparison of VSWR between the metal cover co-

nnected and disconnected.
 

그림 4. 길이 L에 따른 VSWR 변화
Fig. 4. Variance of VSWR as a function of the lengt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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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계된 제안 안테나의 최적값
Table 1. Optimum design lengths for proposed antenna.

변수 길이(mm)

주 안테나
L 18
L1 11

 

그림 5. 길이 L1에 따른 VSWR 변화
Fig. 5. Variance of VSWR as a function of the length L1.
 

수 있다.
그림 5는 IFA의 open stub인 L1의 길이 변화에 따른

VSWR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L1 길이를 7 mm에서 11 
mm까지 2 mm씩 늘려가서 VSWR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림에서 보듯이 L1 값이 11 mm일 때 2.3～2.5 GHz 대역이
좋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제안 안테나의 IFA open stub은
높은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줌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2

      (a) 960 MHz                     (b) 2,170 MHz

그림 6. 안테나 전류분포
Fig. 6. Current distribution on the antenna at frequency.

가지 변수에 대한 VSWR 값의 토대로 설계된 안테나의
최적 설계 값은 표 1과 같으며, 나머지 길이에 대한 제원
은 그림 2에 표기하였다.
그림 6은 안테나의 방사소자인주안테나와메탈 커버

가 안테나로 동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전류분포를 나

타낸 그림이다. 낮은 주파수 대역인 960 MHz 및 높은 주
파수 대역인 2,170 MHz에서의 전류분포는 3가지 방사 소
자가 연속적인 전류방향으로 잘 동작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Ⅳ. 안테나 제작 및 결과

그림 7은 그림 1(a)의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설계한 제
안 안테나를 FR4 기판에 구현한 모습이다. 메탈 커버는
동판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8은 구현된 안테나에 대한 측정 VSWR을 시뮬레

이션 결과와 비교한 그림이다. 측정결과, LTE class 13/ 
LTE class 14/ CDMA/ GSM의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2.5: 
1 이하의 VSWR 특성을 보였고, DCS/ PCS/ WCDMA/ 
LTE class 40/ WiFi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3:1 이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측정 결과는 대역이 조금 넓어진 것
을 제외하면 시뮬레이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림 9는 MIMO 안테나의 특성인 상, 하 안테나 간 분

리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측정 결과는 모든 대역에서 —8 

그림 7. 구현된 안테나의 사진
Fig. 7. Photo of the implement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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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측정 VSWR
Fig. 8. Measured VSWR.
 

그림 9. 분리도 측정
Fig. 9. Isolation measurement.

 
dB 미만으로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
 

그림 10은 MIMO 안테나에서 데이터 통신을 위해 필요
한 특성인 ECC이다. ECC는 MIMO 안테나에서 각 안테
나에 도달하는 RF 신호의 전파경로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ECC의 계수가 0.5 미만일 때 안테나에서
다이버시티 이득이 얻어지게 되며, 0에 가까울수록 양호
한 MIMO 시스템 성능을 나타냄을 뜻한다[12].

ECC의 산출은 식 (1)과 같은 S-parameter 데이터에 의

그림 10. 제안 안테나의 포락선 상관계수
Fig. 10. ECC of the proposed antenna.

(a) LTE class 13, 14/ CDMA/ GSM

(b) DCS/ PCS/ W-CDMA/ LTE class 40/ WiFi

그림 11. 측정된 H면 패턴
Fig. 11. Measured H plan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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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TE class 13, 14/ CDMA/ GSM

(b) DCS/ PCS/ W-CDMA/ LTE class 40/ WiFi

그림 12. 측정된 3차원 방사 패턴
Fig. 12. Measured 3-dimensional radiation patterns.

한 방법 외, 방사 패턴에 의한 산출방법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측정시설의 미비로 방사 패턴 방법 대신 식 (1)
에 의한 방법으로 구하였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데이터
통신 대역에서 0.2 이하에 양호한 ECC 특성을 보였다.
그림 11은 MTG사 무반사실 방사측정 장비에 의해 측

정된 H면 방사 패턴의 모습이다. 그림 11(a)의 낮은 주파
수 대역에서는 등방성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b)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다소 찌그러진 모양이 측정되었다. 이
는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접지에 의한

것으로 심한 널(null)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측정된 방사 패턴을 3차원으로 나타낸 3D 방
사패턴은 그림 12와 같다. 색의 분포로 강도를 보면 대체
로 양호한 구(sphere) 형태의 방사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2는 제안 안테나에 대한 측정된 상, 하 안테나에 대

한 방사 효율과 평균이득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포트 1 
및 2는상단및하단안테나에대한것이며, Eff.는효율을, 
Avg.는 평균이득을 주파수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포트 1의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5.14～—1.28  

표 2. 제안 안테나의 방사 효율과 평균이득
Table 2. Radiation efficiencies and the average gains of the 

proposed antenna.

포트 1 포트 2
f [MHz] Eff.[%] Avg.[dBi] Eff.[%] Avg.[dBi]

746 30.87 —5.14 31.54 —5.06

780 44.87 —3.48 43.51 —3.41

840 48.08 —3.18 45.34 —3.44

880 57.26 —2.42 55.38 —2.91

900 61.39 —2.12 57.26 —2.42

960 74.48 —1.28 70.20 —1.54

1,710 54.66 —2.62 48.70 —3.12

1,950 64.22 —1.92 65.87 —1.81

2,030 61.23 —2.13 62.18 —2.01
2,190 74.18 —1.30 72.25 —1.58
2,310 59.53 —1.56 59.83 —2.23

2,500 60.60 —2.18 59.33 —2.27

dBi 및 30.87～74.48 %의 평균이득 및 방사효율을 갖고,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2.62～—1.30 dBi 및 54.66～
74.18 %가 측정되었다. 포트 2의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5.06～—1.54 dBi 및 31.54～70.20 %, 높은 주파수 대역
에서는 —3.12～—1.58 dBi 및 48.70～72.25 %의 평균이득
및 방사효율이 측정되었다. 2개의 안테나가 같은 구조임
에도 불구하고, 방사효율 및 평균 이득에서 약간의 오차
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안테나를 구현할 때 정확하게 같게

구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메탈 커버를 방사 소자로 이용한 광대

역 MIMO 안테나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제안 안
테나는 두께 0.8 mm의 FR4 기판에 구현하였고, 상단 및
하단에 있는 안테나를 대각선으로 급전하는 MIMO 안테
나로 설계하였다. 안테나 방사 소자로는 모노폴 안테나, 
IFA 및 메탈 커버가 동시에 동작하는 하이브리드 안테나
로 설계하였다. 제작 후 측정을 통해 LTE class 13/ LTE 
class 14/ CDMA/ GSM/ DCS/ PCS/ W-CDMA/ LTE class 
40/WiFi의 총 9중 대역에서 VSWR 3 : 1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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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 시스템의 조건인 분리도는 설계 대역에서 —8 dB 
이하 특성을 보였고, ECC는 최대 0.198의 특성을 보였다. 
MTG 무반사실에서 측정한 안테나의 LTE class 13～GSM
까지의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5.14～—1.28 dBi 및
30.87～74.48 %의 평균이득 및 효율을 얻었다. 또한, DCS 
～WiFi까지의높은주파수대역에서는각각—2.62～—1.30 
dBi 및 54.66～74.18 %가 측정되었다. 다만 손 등에 의한
안테나특성 변화 연구는 향후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메탈 커버
를 적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안테나의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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