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2015 Nov.; 26(11), 951∼959.

http://dx.doi.org/10.5515/KJKIEES.2015.26.11.951
ISSN 1226-3133 (Print)․ISSN 2288-226X (Online)

951

Ⅰ. 서  론      

모든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요구

와 함께 무선 휴대 단말기 안테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

다. 안테나 분야의 연구는 휴대 단말기의 패러다임 변화
와 동일시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휴대 전화기의 안테나를
하나의 예로 들면, 1980년대 초창기 개발된 휴대 전화기

는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다는 자체로 큰 혁신을 일으켰

기 때문에, 기존의 매우 큰 안테나를 직접 사용하였다. 하
지만 사용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 증대와 휴대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되면서 안테나의 크기가 점점 줄

어 결국 휴대 전화기의 안테나는 눈에서 사라져 단말기

내부에 사용하게 된다. 이는 휴대 전화기의 발전에 큰 변
화로 받아들여진다. 최근에도 미국 A사의 안테나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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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휴대 단말기 안테나의 소형화와 고성능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단말기의 그라운드는 좋은 방사체로, 
이를 활용한 휴대 단말기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는 안테나의 소형화 및 고성능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는 단말기 그라운드의 특성 모드를 제어하고, 이를 안테나와 결합하여 그
라운드를 방사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방사 성능이 우수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라운드의 특성 모드 이론에 대해 설명하
고, 이를 활용한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다양한 적용 예시를 단일 대역, 광대역 및 이중 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Ground radiation antenna in mobile devices is becoming an issue for satisfying both miniaturization and high performance. Ground 
radiation antenna controls the characteristic mode of the ground plane and couples this mode with the ground radiation antenna, thereby 
having good radiation performance.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 mode theory and applications of ground radiation antenna will be 
introduced. The operating mechanism of single band, wideband and dual-band ground radiation antennas ar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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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 단말기 안테나의 변화 추이
Fig. 1. Evolution of mobile handset antenna.

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날 정도로 안테나는 휴대

단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근 사용자들의 안테나에 대한 요구는 소형화와 고성

능화로 요약된다. 현재 휴대 단말기 안테나는 눈에 보이
지도 않고 성능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

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안테나 방사 성능은
휴대 단말기에서 매우 중요한 성능으로 단말기 설계 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면 안테나의
방사 성능은 자연히 떨어지고, 안테나의 좋은 방사 성능
을 위해서는 안테나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데, 과연 소형
화와 고성능의 안테나 기술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가

안테나 연구의 가장 큰 화두이다.
이에 대한 답은 휴대 단말기 몸체가 매우 좋은 방사체

로, 이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1],[2]. 단말기의 그
라운드는 수많은 전자부품들이 실장되는 공간으로, 구리
와 같은 전도성이 높은 도체로 구성된다. 최근 스마트폰
기준으로 그라운드는 약 100 mm×60 mm의 크기를 가지
며, 대각길이는 대략 120 mm이다. 이 길이는 약 1.2 GHz
의 주파수에서 반파장의 길이이며, PCB 기판에 주로 사
용되는 FR4의 비유전율(4.4)을 고려하면 대략 620 MHz에
서 반파장의 길이이다. 이는 LTE, WCDMA 통신의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안테나로 동작하기에 충분하다. 즉, 단
말기의 그라운드는 안테나로 동작시키기에 훌륭한 방사

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 단말기 안테나의
우수한 방사 성능을 위하여 그라운드를 안테나로 동작시

키기 위한 특성 모드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그라
운드 방사 안테나(GradiANT)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특성 모드 이론은 1970년대 Harrington과 Mautz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휴대 단말기의
등장과 함께 안테나 설계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3],[4]. 특성 모드 이론은 그림 2와 같이, 임의의 형태를 가
지는 도체 구조의 전기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율

적인 방법이다. 임의의 도체 구조에 유기되는 전류의 행
태(behavior)는 매우 복잡한 전자기적 현상이지만, 특성
모드 이론에 의하면 몇 개의 간단한 모드에 의해 전자기

적 현상이 설명될 수 있으며 이해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임의 형태의 도체 구조에서 도체에 존

재하는 전류분포는 식 (1)과 같이 모드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각 모드의 공진 주파수 ωn에 따라 독립적인

전류흐름분포  을가진다. 이중가장공진주파수

가 낮은 모드를 주 특성 모드(Dominant Characteristic Mo-
de)라 한다. 

 ≈ 

 

  ⋯


    (1)

몸체에 내장된 단말기 안테나는 이 몸체의 특성 전류

모드를 여기시켜 방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 특성
모드를 방사시키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 모드와 안테나의
결합이 강할수록 안테나의 방사 효율이 높아지며, 안테나
송신 성능이 우수하다. 
안테나의급전부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다음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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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식에서 ZA(ω)는 안테나 소자의 임피던스를 나타내
고, 두 번째 항은 그라운드의 주 특성 모드의 임피던스, 

주 특성 모드

고차 특성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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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의의 도체 구조에서의 전류 특성
Fig. 2. The current distribution of an arbitrary conductor 

structure. 

나머지 항은 그라운드의 고차 특성모드의 임피던스를 나

타낸다. ω0와 Q0는 주 특성 모드의 공진주파수와 Quality- 
Factor를 각각 나타내며, C0는 주 특성 모드와 안테나의

결합 계수를의미하고, ωn와 Qn은각각고차 특성모드의

공진주파수와 Q-Factor를 의미한다. 상기 식에 따르면, 안
테나 설계변경에 따라안테나소자의 임피던스 ZA(ω) 및
그라운드의 주 특성모드와 안테나의 결합인 C0를 조절하

여 안테나의 방사성능을 제어할 수 있다. 이 그라운드 특
성 모드를 커패시터나 인덕터와 같은 집중소자를 포함하

는 루프 형태의 급전 및 주파수 제어 구조를 이용하여 제

어하고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방사하도록 하는 기술이 그

라운드 방사 기술이다. 다시 말해 그라운드 방사 기술은
휴대 단말기 몸체를 직접 방사시키기 위해 단말기 몸체

의 특성 모드(characteristic modes)를 제어하고 결합 및 급
전하는 방법이다.

2-1 단일 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6]～[15]

그림 3은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
타낸 그림이다. 그라운드의 크기는 100×40 mm2이며, 1 
mm 두께의 FR4(εr=4.4, tanδ=0.02) 유전체를 사용하였
다. 안테나의 크기는 10×6 mm2이다.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는 크게 주파수 제어 구조와 급

전구조의 두가지구조로구성되어있다. 주파수 제어구
조는 원하는 주파수에서 그라운드를 안테나로 동작시키

기위해주파수를조절하는구조로루프형태의패턴과리

액턴스 소자(C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급전구조는
주파수 제어 구조보다 작은 루프와 리액턴스 소자(C2)로
구성되어있으며, 급전원과주파수제어구조의결합을제
어할 수 있다. 안테나의 기본적인 구조가 정해지면 안

그림 3.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기본 구조
Fig. 3. The basic structure of the ground radiation antenna 

L1=3 mm, L2=2 mm and L3=7 mm).
 

그림 4. 주파수 제어 구조의 커패시터 값에 따른 공진

주파수의 변화

Fig. 4. Resonant frequency with varying C1.
 
테나 동작 주파수를 집중소자인 커패시터나 인덕터를 이

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조절이 가능하다. 이와 비슷하게
급전구조 또한, 집중소자를 이용하여 주파수 제어 구조와
급전원의 결합을 제어하여 안테나의 입력임피던스를 조

절한다. 이는그림 5에서확인이가능하다. 공진주파수에
서 안테나의 급전 구조를 따라 형성된 전류 루프는 급전

신호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 급전 신호 자기장은 다시 몸
체 특성 모드 전류를 여기하며, 그라운드의 다이폴 타입
방사모드를유도한다. 따라서그라운드방사안테나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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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급전 구조의 커패시터 값에 따른 입력 임피던

스의 변화

Fig. 5. Input impedance on smith chart with varying C2.

사 패턴은 x축을따라놓여진 다이폴 안테나의 방사 패턴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2-2 광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16]～[30]

휴대 단말기가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증대되면서, 
안테나가 차지하는 공간은 줄어들고, 안테나의 성능은 고
성능, 다중대역이 요구된다. 좁은 공간 내에서 안테나의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테나 기술이 반드

시 필요하다. 따라서 안테나의 대역폭을 넓히기 위한 광
대역 급전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6은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안테

나는 1 mm 두께의 FR4(εr=4.4 tanδ=0.02) 기판에 제작
하였고, 그라운드의 크기는 50×20 mm2이며, 안테나의 크
기는 10×4 mm2이다. 공진 주파수는 CL의 값을 조절하여

제어할 수 있으며, 급전 구조에 직렬로 추가된 인덕터(LF)
로 급전 구조의 입력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광대역 그라

운드 방사 안테나 특성을 얻었다. 
그림 7은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임피던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급전 구조에 직렬로 연결된 커패시
터와 인덕터 값의 비율을 조절하면 급전 구조의 입력 임

피던스가 바뀌게 되면서 급전 구조에서 안테나로 결합되

는 정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림 8은 기존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와 광대역 안테나

그림 6. 광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구조
Fig. 6. The structure of the wideband ground radiation an-

tenna.
  

그림 7. 인덕터와 커패시터 비율에 따른 입력임피던스
Fig. 7. Input impedance of ground antenna with different 

LF to CF ratios.

의 반사 손실을 비교한 것이다. 급전 구조에 인덕터가 없
이 커패시터만 있는 기존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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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교 안테나와 제안된 안테나의 반사 손실
Fig. 8. The return losses of the reference antenna and the 

proposed antenna.

220 MHz의 대역폭을 얻었으나, 인덕터를 추가하게 되면
—6 dB 기준 580 MHz(1.92～2.5 GHz)의 대역폭을 얻을
수 있어 WCDMA 및 WiMax 대역(1.92～2.4 GHz)에서 충
분히 동작할 수 있다. 광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는 해
당 대역에서 평균 72 %의 방사 효율을 갖는다.

2-3 이중 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31]～[35]

그림 9는 100×50(W×L) mm2의 그라운드 사이즈에 이중

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를 적용한 그림이다. 이중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크기는 8.5×4.5 mm2이다. 이중대
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에 형성

되는 루프 전류에서 발생하는 인덕턴스와 리액턴스 집중

그림 9. 이중 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구조
Fig. 9. Configuration of dual-band ground radiation antenna.

(a) CF 

(b) CS

그림 10. 소자에 따른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입력 임

피던스

Fig. 10. Input impedance with (a) different CF and (b)  
different CS on smith chart.

소자의 결합을 통해 공진을 일으키며, 안테나의 급전 구
조에 있는 리액턴스 값을 변경하여 두 가지 다른 루프 전

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공진 모드는 2.45 GHz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된

인덕터 소자와 Cp가 공진 급전 구조와 결합을 일으키며

형성된다. 두 번째 공진 모드는 5.5 GHz에서 급전하는 금
속부와 Cp가 그라운드 공진 모드와 결합을 일으키며 형

성된다.
그림 10은 리액턴스 변화에 따른 두 가지 전류 모드의

입력 임피던스를 나타내었다. 이중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
테나는 급전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급전과 직렬로 연결
된 리액턴스 소자 CF를 조절하여 입력 임피던스를 조절

할 수 있다. 그림 10(a)는 리액턴스 소자 CF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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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45 GHz

(b) 5.5 GHz

그림 11. 각 모드의 정상화된 표면 전류 분포도
Fig. 11. Normalized surface current density of two diff-

erent loop modes.
  

공진 모드의 입력 임피던스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
나 CF를 조절하면 두 가지 공진 모드의 입력 임피던스가

모두 변화한다. 그림 10(b)는 급전 공진 구조에 추가된 병
렬 커패시터 Cs를 조절하였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Cs는 첫 번째 공진 모드의 입력 임

피던스에영향을주지 않고, 두번째공진 모드의 입력임
피던스만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1은 정상화된 표면 전류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이격된 커패시터 Cp를 통한 루프타입 전류모드는 각 공

진 주파수 2.45 GHz와 5.5 GHz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여
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45 GHz에서의 전류 분포는 인
덕터 위치에서 최대, 커패시터 위치에서 최소를 갖는 λ
/2 공진 모드를 형성한다. 또한, 5.5 GHz에서의 전류 분포
는 급전부에서 최대, 커패시터 위치에서 최소를 갖는, 

(a) CP

(b) Inductor

그림 12. 이중 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공진 주파

수 변화

Fig. 12. Resonant frequency variations with (a) different CP 
and (b) different inductor.

2.45 GHz보다 작은 크기의 λ/2 공진 모드를 형성한다. 
두 루프의 공진주파수는 Cp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 나타낸 파라미터 H와 G를 이용하여 Cp를 조

절할 수 있다. 
그림 12(a)에서는 H의 크기에 따라 두 루프 전류 모드

의 공진 주파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11에서 2.45 
GHz의 루프 전류 모드와 달리 5.5 GHz의 루프 전류 모드
에는 공진 급전구조의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인덕터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덕터를 이용해 낮은 공진주파
수만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2(b)에 나타낸 것처럼 인덕
터의 변화에 따라서 5.5 GHz의 변화가 거의 없이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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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중 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반사 계수
Fig. 13. The reflection coefficient of the dual-band ground 

radiation antenna.

GHz 공진 주파수가 조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이중 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의 반사 계

수를 나타낸 것으로, 2.45 GHz 대역과 5.5 GHz 대역에서
—10 dB 기준으로 각각 120 MHz(2.39～2.51 GHz), 720 
MHz(5.15～5.87 GHz)의 대역폭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중 대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는 2.45 GHz 대역에서 평
균 71 %, 5.5 GHz 대역에서 70 %의방사효율을나타낸다.

Ⅲ. 결  론

최근 휴대 단말기 안테나의 소형화와 고성능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동
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 기술에 대

해 소개하였다. 단말기의 그라운드는 좋은 방사체로 그라
운드는 개별적인 모드의 공진 주파수에 따라 특정한 전

류 분포를 가지며, 이를 특성 모드라고 한다. 특히 이 중
가장 공진 주파수가 낮은 모드를 주 특성 모드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그라운드의 주 특성 모드와 안테나를 강하게

결합시켜 그라운드를 방사시킴으로써 안테나의 방사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는 안테나
의 동작 주파수를 제어하는 주파수 제어 구조와 안테나

의 입력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급전 구조로 구성되어 있

다. 공진 주파수에서 안테나의 급전 구조를 따라 형성된
전류 루프는 급전 신호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 급전 신호

자기장이 다시 그라운드의 특성 모드 전류를 여기하여, 
그라운드의 다이폴 타입 방사 모드를 유도한다.
요약하건대,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는 휴대 단말기의

그라운드 상에 간단한 집중 소자의 배치로 구현할 수 있

으며, 집중 소자로 구성된 루프 형태의 공진체를 휴대 단
말기 그라운드의 특성 모드와 결합 및 급전하여 그라운

드를 방사시키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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