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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구조 기법을 이용한 안테나 격리도 변화 분석

Analysis of Antenna Isolation Using Decoupling Structure

이정훈․김지훈․김민기․김형훈*․김형동

Junghun Lee․Jihoon Kim․Min-Gi Kim․Hyung-Hoon Kim*․Hyeong-Dong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격리도 향상 공진기(isolating resonator)를 사용하여 격리도를 향상시킨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Wi-Fi 주
파수(2.4～2.5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두 개의 루프 안테나는 그라운드의 센터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설계되었고, 이격
거리가 매우 가깝다. Wi-Fi 주파수 대역에서의 격리도 저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두 안테나 사이에 격리도 향상 공진기
를 삽입하였다. 제안된 격리도 향상 공진기는 슬롯타입 구조로 공진기의 사이즈 조절을 통해 격리도 특성을 향상시키고, 
삽입된 커패시터(CD)를 통해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를 이동시킴으로써 목표 주파수에서의 격리도 특성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isolation enhanced antenna using isolating resonator was proposed. Two loop type antennas were designed to operate at Wi-Fi 
band(2.4～2.5 GHz), in symmetry to the center, and are closely located to each other. In order to enhance isolation characteristics at Wi-Fi 
bands, isolating resonator was designed between the two loop type antennas. The proposed isolating resonator is a slot type antenna that 
enhances isolation with the control of the size, and by adjusting the value of capacitor(CD) the resonant frequency of the isolating resonator 
can easily be adjusted to enhance isolation characteristic at the targe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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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MIMO 안테나는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높은 전송효율
을 가지면서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

템으로,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여 통신용량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안테나 기술이다[1],[2]. 일반적으로 MIMO 안테나
는 휴대 단말기, LTE 라우터, USB dongle 등 휴대용 무선
통신 기기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휴대용 무
선 통신 기기의 고집적화, 소형화에 따라 안테나를 설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협소해지고 있어 근접한 두 안테

나 사이의 격리도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3],[4]. 공진기
를 사용하지 않고 격리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기존 연구

로는 첫째, 두 안테나 사이를 반파장 이상 이격시키는 방
법이 있는데, 이는 휴대 단말기의 특성상 제한된 공간으
로 사실상 실제 제품에 적용시키기 많은 어려움이 있다
[5],[6]. 둘째, 안테나사이에 stub나 EBG(Electromagnetic Band- 
Gap), Neutralization line, suspended-line 같은 구조물을 추
가하는 방법이 있다[7]. 하지만 Stub나 EBG의 경우,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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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 사이즈에 비해 상당한 크기와 복잡한 구조물을 필

요로 하고
[8], Neutralization-line, suspended-line과 같은 경

우 두 안테나 사이를 연결해야 하는 구조 특성상 아주 작

은 공간에서는 제약이 따르게 되며, 안테나가 서로 다른
면에 존재하는 경우 라인을 연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slot과 실장된 집중소자를 사용한 격
리도 향상 공진기를 통해(isolating resonator) 무선 이어셋, 
LTE 라우터, USB dongle과 같이 소형화된 무선 통신 기
기에서 격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Ⅱ. 안테나 구조 및 동작원리 분석

그림 1, 2는 본 논문에서 격리도 향상 공진기가 삽입되
지 않은 기존 안테나와, 격리도 향상 공진기가 삽입된 제
안된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제안된 안테나는 1 
mm 두께의 FR4(εr=4.4, tanδ=0.02) 기판 위에 제작하였
으며, PCB 몸체의 크기는 70×50 mm2이며, PCB 몸체의
센터를기준으로 두개의루프 안테나가대칭으로위치해

있다. 두개의루프안테나크기는각각 2×7 mm2
이고, Wi- 

Fi(2.4∼2.5 G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
다. 작은 안테나 영역에서 feed와 radiation의 loop를 키우
기 위해 10 mm 길이의 급전 구조를 추가하였다. 입력 임
피던스는 칩 커패시터 CF1, CF2를 통해, 공진 주파수는 칩
커패시터 CR1, CR2를통해각각조절할 수 있다. 칩 커패시
터 CF1,2는 0.2 pF, CR1,2는 0.1 pF을 각각 사용하여 두 루프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와 공진 주파수를 동일하게 조절

하였다. 제안된 격리도 향상 공진기의 크기는 5×L mm2
이

며, port #1에서 19 mm, port #2에서 4 mm 떨어진 곳에 위
치해 있다. 이는 두 안테나의 격리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
라, 상대적으로 가까운 안테나 2와 커플링을 통해 작은
사이즈의 공진기로 격리도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격리도
향상 공진기의 가로 길이는 5 mm 고정시키고, 세로 길이
변수 L을 통해 공진기의 루프 크기를 증가시키면 port #1
과 port #2 사이의 격리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격리도 향
상 공진기의 커패시터(CD)값을 변화시켜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를 이동시킨다. 그림 3은 격리도 공진기가 없을 때
와 있을 때의 return loss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낸 결
과이다. 공진기가 없을 때의 S11과 S22는 동일한 결과 값

(a) 기존 안테나
(a) Reference antenna

(b) 제안된 안테나
(b) Proposed antenna

그림 1. 기존 안테나와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the reference antenna and the pro-

posed antenna.

을 보여 S22는 표기하지 않았다. 공진기가 있을 때의 re-
turn loss를 보면, port 1보다 상대적으로 공진기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port 2에서 격리도 공진기의 공진이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제안된 안테나에서, 격리도 향상 공진기의 변
수 L을 증가시켰을 때의 격리도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
해 분석한 결과이다. 격리도 향상 공진기가 적용되지 않
은 기존 안테나의 격리도 —8 dB에서, 변수 L값이 2 mm, 
2.7 mm, 3.2 mm 증가함에따라격리도또한—21 dB, —28 
dB, —33 dB 증가한다. 이는 격리도 향상 공진기를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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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rt #1 안테나
(a) Port #1 antenna 

(b) Port #2 안테나와 격리도 향상 공진기
(b) Port #2 antenna and isolating resonator

그림 2. 제안된 안테나의 상세 구조
Fig. 2. The detail of the proposed antenna and isolating re-

sonator.
 

그림 3. 기존 안테나와 제안된 안테나의 return loss
Fig. 3. The return loss of the reference antenna and the pro-

posed antenna.

#3으로 설정한 뒤, port #1～port #3, port #2～port #3 간의
coupling 변화를 나타낸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2)

(a) S13 (b) S23

그림 4. 변수 L에 따른 port #1 - port #3, port #2 - port 
#3의 coupling 변화

Fig. 4. Coupling change of port #1 - port #3 and port #2 
- port #3 with L variation.

그림 5. 변수 L의 증가에 따른 격리도 변화
Fig. 5. Isolation was enhanced by increasing the height L.

그림 6. 커패시터(CD)값 조절에 따른 격리도 향상 공진기
의 공진주파수 변화

Fig. 6. Resonant frequency change of isolating resonator 
with capacitance(CD)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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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도 공진기에 포트 3를 설정해 이를 Three port 
network로 나타낸 식 (1)과 같이 Z '12는 격리도 공진기가

있을 때의 port 1과 port 2 사이의 isolation을 나타낸다. 
Port 1과 공진기와의 커플링(Z13), port 2와 공진기와의 커
플링(Z32)이 증가하면 식 (2)와 같이 Z '12는 0에 가까워지
게되는데, 이는결국 안테나 1과안테나 2 사이가격리되
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6은 감결합 공진기의 커패시터 값(CD)을 변화시

켜 감결합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 커패시터 값이 0.85 pF, 0.75 pF, 0.65 pF로 감

(a) 기존 안테나
(a) Reference antenna  

(b) 제안된 안테나
(b) Proposed antenna

그림 7. 기존 안테나와 제안된 안테나의 전류 분포
Fig. 7. The current distribution of the reference antenna and 

the proposed antenna.

소함에따라 감결합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는 2.3 GHz, 2.5 
GHz, 2.8 GHz로 증가한다. 
그림 7은 감결합 공진기의 유무에따른표면전류 분포 

를 나타낸 모습이다. Port #1과 port #2는 PCB 몸체 센터
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위치해 있기때문에 port #1을 급전
한 경우만 표면 전류 분포로 나타내었다. 감결합 공진기
가 없는 기존 안테나의 경우에는, port #1 급전부에 급전
된 전류가 PCB 몸체를 통하여 port #2로 유기되는 현상을
볼수 있다. 두안테나사이의 이격 거리가가까울수록이
러한 상호결합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제안된 안테나와 같
이 두 안테나 사이에 감결합 공진기를 삽입한 경우, port 
#1에 급전된 전류가 PCB 몸체를 통해 감결합 공진기로
유기되어 port #2에 전도되는 전류를 저하시키고, 이로 인
해 두 안테나 사이의 격리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여

주게 된다. 두 안테나 사이의 이격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
라 발생하는 격리도 저하 문제는 MIMO 안테나 설계 시
고려해야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격리도 저하 문제를 격리도 향상 공진기의 삽

입과 그 크기 조절을 통해 두 안테나 사이의 격리도를 향

상시키고, 삽입된 커패시터(CD)를 통해 공진 주파수를

 이동시켜 목표 주파수에서 격리도를 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 

Ⅲ. 측정 및 논의

그림 8은 격리도 향상 공진기가 삽입된 안테나의 격리
도 변화와 커패시터 값 변화에 따른 공진 주파수 변화에

대한 실제 측정 결과이다. 측정 결과, 변수 L을 증가시켜
감에 따라 격리도가 —12 dB, —17 dB, —27dB 증가함을
확인할수 있다. 이는격리도향상공진기가없는 기존안
테나의격리도—7 dB에서, 변수 L이 3.2 mm일때값—27 
dB로 약 —20 dB 가량 향상되었으며, 공진기의 커패시터
(CD)값을 조절하여 목표 주파수에서의 격리도 향상이 가
능하다. 이는 그림 5, 6의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경향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안테나동작주
파수의 대역 중심 2.45 GHz에서 기존의 안테나와 격리도
향상 공진기가 추가된 제안 안테나의 방사 패턴을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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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 측정된 변수 L에 따
   른 격리도 변화
(a) Measured isolation charac-
   teristics change with res-
   onator variation(L)

(b) 실제 측정된 커패시터(CD)
값에 따른 격리도 변화

(b) Measured isolation charac-
   teristics change with res-
   onator variation(CD)

그림 8. 실제 측정된 공진기 변화에 따른 격리도 특성 변화
Fig. 8. Measured isolation characteristics change with re-

sonator variation.

(a) 공진기가 없을 때의
    방사패턴
(a) W/O decoupling resonator

(b) 공진기가 있을 때의
    방사패턴
(b) With decoupling resonator

그림 9. 공진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방사패턴
Fig. 9. The radiation pattern of the reference antenna and 

the proposed antenna.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격리도 향상 공진기를 이용해 근접한

두 안테나 사이의 격리도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Wi-Fi(2.4∼2.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 가능한 두

개의 루프 안테나를 PCB 몸체의 센터를 기준으로대칭으
로 설계하였다. 두 안테나 사이의 이격 거리는 28 mm 근

접하게 배치되어 저하된 격리도 성능을 보인다. 두 안테
나 사이의 격리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격리도 향상

공진기를 삽입하였으며, 변수 L을 통해 공진기의 루프 사
이즈를 증가시키며 공진기의 커패시터(CD)값을 최적화함
에 따라 격리도 특성이 향상됨을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

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D 값을 변화시켜 공진
기의 공진 주파수를 이동시킴으로써, 목표 주파수에서의
격리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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