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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IT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의 발전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기가

접지에 둘러싸인 휴대폰을 위한 6중 밴드 하이브리드 MIMO 안테나

Hexa-Band Hybrid MIMO Antenna for the Mobile Phone 
Surrounding Ground

이 경 호․손 태 호

Kyeong-Ho Lee․Taeho So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6중 이동통신 대역을 만족하는 단말기용 PIFA(Planar Inverted F Antenna) + IFA(Inverted F Antenna) 하이
브리드 MIMO(Multi Input Multi Output) 안테나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커플링 급전구조를 이용하여 PIFA와 IFA가
동시에 동작하도록 함으로써 접지 면이 많은 현재의 스마트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후면이 접지
인 부분에는 PIFA를 설계하였고, 접지가 없는 휴대폰 상단 작은 공간에는 IFA를 설계하였다. 안테나는 폰과 동일한 크기
로 carrier가 없는 PCB embedded로 대각선 급전 MIMO 안테나로 구현하였다. 베어보드에 구현된 안테나는 CDMA, 
GSM900, DCS, KPCS, USPCS, WCDMA의 6중 이동통신 서비스 대역에서 VSWR 3 : 1 이하의 특성을 만족하였다. 평균이
득과 효율은 CDMA, GSM900대역에서 —5.19～—3.16 dBi 및 30.27～48.26 %를 보였다. 또한, DCS, KPCS, USPCS, 
WCDMA 대역에서는 —9.50～—5.19 dBi의 평균이득과 11.23～30.28 %의 효율특성을 가짐으로써 휴대폰 안테나로 적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PIFA(Planar Inverted F Antenna) + IFA(Inverted F Antenna) hybrid MIMO(Multi 
Input Multi Output) antenna for the hexa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band. By the simultaneous operation both PIFA and IFA using 
the coupled feeding structure, we tried for application to modern mobile phones that have large ground size. A PIFA is applied to 
the ground area, and an IFA is applied to no ground small space on top of the phone. A diagonal fed MIMO antenna is implemented 
PCB embedded type without antenna carrier component. Implemented antenna on the bare board measured within 3: 1 for VSWR under 
hexa mobile communication band as CDMA, GSM900, DCS, KPCS, USPCS, and WCDMA. Measured average gains and efficiencies 
were —5.19～—3.16 dBi and 30.27～48.26 % for the CDMA, GSM900 band, and —9.50～—5.19 dBi and 11.23～30.28 % for 

 the DCS, KPCS, USPCS, WCDMA band. It's shown that studied antenna can be applied to the antenna for the modern mobil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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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수많은 정보교류의 중심에 있다. 특히 스마
트폰은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 되어 버렸

음은 물론이고, 점점 늘어나는 데이터 전송량과 이에 따
른 전송속도, 그리고 통신품질 또한, 소비자의 욕구에 만
족시킬 수 있는 고성능 스마트폰이 필요해지는 시대이다. 
따라서 휴대폰 안테나 또한 발전되었고, 외장형 안테나를
사용하던 휴대폰은 2.5G, 3G, 최근의 4G 스마트폰까지 모
두 내장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발전하였다. 몇
년 전까지 휴대폰은 크기를 작게 만드는 흐름으로 흘러

갔지만 3G의 개발 이후, 휴대폰의 사용이 다양화되어 가
면서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고, 디스플레이화
면 또한 커졌다. 휴대폰이 점점 커지는 반면, 안테나 캐리
어의 공간은 넓어진 디스플레이 및 다른 부품들의 영향

으로 좁아지고, 전기적인 부품의 영향으로 효율과 이득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개발되는 스마트폰들의 특
징인 넓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의해 휴대폰 안테나가 접

지들로 둘러싸이게 되고, 안테나의 이득과 효율이 자연스
레 줄어들게 되어, 요즘 주로 사용되는 IFA 설계만으론
높은 이득과 효율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동통신 단말기용 안테나는 소형화와 다중 대역 동작

이 요구된다. 안테나의소형화는 이득 및 효율을 감소, 협
대역 특성으로 인하여 다중 대역 동작을 어렵게 한다[1]. 
휴대폰 내장형 안테나에서 대역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생소자(parasitic element)나 브랜치 소자(br-
anch element)를 사용하는 방법과[2],[3], 외부 정합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4],[5]. 기생 소자나 브랜치 소자를 사
용하는 경우, 부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며[6], 정합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별도의 회로 공간이 필요하며, 삽입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후면 접지가 있는 공간에 PIFA, 접지가

없는 공간에 IFA를 설계하여 이를 하이브리드 함으로써
보다 높은 이득과 효율을 얻고자 한다[9]. 제안 안테나의
대역은 CDMA(824～894 MHz), GSM900(880～960 MHz), 
DCS(1,710～1,880 MHz), KPCS(1,750～1,870 MHz), USPCS 
(1,850～1,990 MHz), WCDMA(1,920～2,170 MHz)으로 6
중 대역이며, 안테나 2개를 대각선 급전 MIMO 안테나로
구현하여, 데이터통신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안테
나의 주요 길이 변화에 따른 VSWR 특성 변화를 시뮬레

이션을 통해 나타낸다.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위해 스마트
폰 세트와 동일한 크기의 베어보드에 PEA(PCB Em-
bedded Antenna)로 구현한다. 구현된 안테나는 Agilent사
의 network analyzer E5062A와, MTG사 무반사 챔버에서
방사특성을 측정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용 안테나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Ⅱ. 안테나 구조 및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PCB상에 캐리어(carrier) 
없이 프린트형태로 동판을 붙여 PCB에 embedded한 구조
로 설계하였다. 설계를 위한 제원으로 비유전율( ) 4.4, 
손실 탄젠트(tan ) 0.019, 두께(t) 0.8 mm를 갖는 FR4 
PCB 기판에 설계하였다. 기판의 전체 체적은 64×126×0.8 
mm3이며, 접지면의 전체 면적은 64×96 mm2로 기판의 가

운데에 위치한다. 그림 1은 제안한 PIFA+IFA 하이브리드
안테나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그림 1의 (a)에서와 같이

후면 접지에 의해 가려지는 면적을 PIFA로 설계하고, 그
외에 후면 접지에 가려지지 않는 면적을 IFA로 설계함으
로써, 접지에 둘러싸인 형태에서 면방사체인 PIFA의 이
점과 IFA의 다중공진 특성을 갖게 하였다. 그림 1의 (b)는
제안 안테나의 상세도를 나타내었다. 안테나의 급전은
PIFA에 급전된다. PIFA에서 전계가 가장 강하게 되는 끝
부분에서 커플링 구조를 통해 IFA에 급전되도록 하였다. 
IFA 선로의 오른쪽 끝부분을 기판의 뒷면으로 연결하여
뒷면에 접지시킴으로써 IFA의 단락스텁(short stub)을 실
현하였다. PIFA의 슬릿에서 확보한 대역폭을 IFA와의 하
이브리드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커플링 구조를 통해 보다
넓은 대역폭을 얻고자 하였다[10][11]. 또한, 기판 상단과 하
단에 동일한 안테나를 배치하여 대각선 급전의 MIMO 구
조로 설계하였다. 기판의 뒷면은 앞면의 IFA의 부분을 제
외하고는 모두접지로 처리되어 있다. 즉, 후면 접지에 영
향을 받는 면적은 PIFA로 설계하고, 후면 접지가 없는 부
분에 IFA를 설계하였다. 급전부는 50 Ω으로 CPWG 급전
하였다. 커플링 급전의 폭은 0.3 mm이고, 길이는 6.5 mm
이다. 폭은 좁을수록 커플링에 유리하나, 제작에 난점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0.3 mm로 하였다. 그러나 커플
링 부분의 길이는 더 길어진다고 해서 특성이 양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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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면도(좌: 앞면, 우: 뒷면)
(a) Front view(left: front, right: rear)

(b) 안테나 상세도
(b) Detailed view of antenna

그림 1. 제안 안테나 구조
Fig. 1. Geometry of studied antenna.
 
지지 않는다.
그림 1 안테나는 PIFA의 슬릿과 IFA의 선로 길이에 의

해 주파수 대역의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여러 변수 중에서 안테나 대역 특성에 민감한 부분인

낮은 주파수 대역을 위한 IFA의 길이 L, 그리고 높은 주
파수 대역을 위한 IFA의 길이 L1과 PIFA의 슬릿 L2의 길

이 변화에 따른 VSWR의 특성변화를 나타내었다. 특성변
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툴(tool)은 Ansoft사 HFSS가 사용
되었다. 변수 L, L1 및 L2는 그림 1(b)에 나타내었다. 
그림 2는 그림 1(b) 평면도에 나타나있는 IFA의 길이 L

에 따른 VSWR 비교이다. CDMA와 GSM900의 낮은 주파
수 대역은 PIFA에 의해 유도되는 공진과 IFA의 길이 L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L의 길이를 53 mm에서 47 
mm까지 2 mm씩 줄여가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

그림 2. L 길이에 따른 VSWR 변화
Fig. 2. VSWR variation due to L lengths.
 
다. 예상했던 대로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PIFA에 의해 얻
어진 공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IFA에 의한 공진은 길
이에 따라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800 
MHz 대역의 공진은 PIFA에 의해 발생되고, 900 MHz 대
역의 공진은 IFA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길이 L을 적절히 조절하면 PIFA와 IFA의 2중공진
이 합쳐지므로 낮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수 있다. L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공진 주파수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L의 길이가 53 mm일 때 가장 양호한 특성을 보
이고 있다.
그림 3은 그림 1(b) 평면도에서 IFA의 길이 L1에 따른

VSWR 비교이다. DCS, PCS, WCDMA의 높은 주파수 대
역은 PIFA에 의해 유도되는 공진 주파수와 함께 IFA의 L1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L1의 길이를 5.5 mm에서 11.5 mm
까지 2 mm씩 늘려가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 
높은 대역 공진을 위한 L1은 길이 변화에도 낮은 주파수

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높은 주파
수 대역에서는 L1의 길이가 길어짐에따라 공진 주파수가

낮아지는 것이 나타나, 특히 DCS 대역에 많은 영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USPCS 대역에서 일부 임피던스 정
합이 열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림 4는 PIFA의 슬릿 길이 L2에 따른 VSWR 비교이

다. PIFA에 있는 두 개의 슬릿 중 높은 주파수의 대역의
공진변화를 발생시키는 슬릿 L2의 길이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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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1 길이에 따른 VSWR 변화
Fig. 3. VSWR variation due to L1 lengths.
 

그림 4. L2 길이에 따른 VSWR 변화
Fig. 4. VSWR variation due to L2 lengths.
 

VSWR의 변화를 보여준다. L2의 길이를 22.5 mm에서
16.5 mm까지 2 mm씩 줄여가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하였다. L2의 길이 변화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L2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공진주파수가 높아지며, 특히
WCDMA 대역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앞서 비교한 3가지 길이에 따른 VSWR 변화를

바탕으로 설계한 안테나의 최적 설계 값은 표 1과 같다.

Ⅲ. 제작 및 측정 결과

그림 5는 제안된 안테나의최적설계값 표 1을바탕으

표 1. 안테나의 최적 설계 값
Table 1. Optimized values for the geometric parameters of  

antenna.

Parameter Dimension
(mm)

Antenna total W×L 64×15

PIFA

W×d 44.5×6.0

L2 22.5

L3 14.5

L4 28.5

IFA

L 53.0

L1 5.5

W 1.0

로 실제 제작한 안테나이다. 사용된 베어보드는 FR4 기
판의 보드이며, 급전은 보통 보드용 안테나 제작에 널리
사용되는 CPWG 급전으로 하였다. 안테나는 캐리어 구조
물이 아닌 기판과 동일한 PCB 상에 구현한 PEA(PCB 
Embedded Antenna)로 제작하였다. PCB 상에 동 테이프를
붙여 납땜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며, 위 아래로 동
일한 안테나를 가지는 MIMO 구조로 제작하였다. 
안테나를 구현한 기판의 후면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

이 IFA가 구현되는공간을 제외한모든 공간을접지로처
리하였다. 접지로 처리된 공간은 접지에 영향을 덜 받는
PIFA 구조로 제작되었다. IFA의 접지는 그림 5(b)와 같이, 
설계한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선로의 한쪽 끝을 기판

옆면으로 돌려서 뒷면 접지에 접지시켰다. 
  

 
  

  
  

 

 


(1)
  
그림 6은 제작된 MIMO 안테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

한 S21과 ECC(Envelope Correlation Coefficient)이다. 제작
된 안테나의 S21은 전 대역에서 —19 dB 아래로 매우 양
호한 특성을 보인다. 식 (1)에 S파라미터를 대입하여 얻어
낸 ECC는 그림 6과 같이 전 대역에서 0.04 이하의 값을
갖는다[12]. 이는 본 논문에서 제작한 MIMO 안테나가 우
수한 다이버시티(diversity)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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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앞면
(a) Front

(b) 후면
(b) Rear

그림 5. 구현된 안테나
Fig. 5. Implemented antenna.
 

ECC는 MIMO 시스템에서 안테나 간 다이버시티 성능
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며, 높은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낮은 ECC 값이 필요하다. 단말기
업체에서 요구하는 ECC 값은 0.2 이하이며, ECC가 다이
버시티 이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12]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7은 제작한 안테나의 반사손실, VSWR의 측정 결

과이다. 안테나의 측정은 Agilent사의 네트워크 분석기

E5062A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동통신 단말기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VSWR 3:1 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제작
한 안테나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VSWR 2:1 기준으
로 CDMA와 GSM900 대역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높은

 

(a) S21

(b) ECC

그림 6. 제작 안테나의 S21 및 ECC
Fig. 6. S21 and ECC of implemented antenna.

 
주파수 대역에서는 VSWR 3:1 기준으로 DCS와 KPCS, 
USPCS 및 WCDMA 대역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7의 데이터 형식은 휴대폰 업체에서
적용하는 안테나 특성에 대한 데이터 형식이다. 제작된
안테나에 대한 방사효율 및 이득 특성은 MTG사 무반사
실 챔버(chamber)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안테나의 2D H 
패턴은 그림 8이고, 효율 및 이득은 표 2와 같다.
그림 8은 무반사실 챔버에서 측정한 CDMA, GSM900, 

DCS, KPCS, USPCS, WCDMA 대역에서의 주파수별 H면
방사 패턴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폰 안테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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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측정 반사손실, VSWR 및 스미스 도표
Fig. 7. Measured return loss, VSWR and Smith chart.

 

표 2. 안테나의 효율 및 이득
Table 2. Efficiencies and gains of antenna.

Freq.[GHz] Eff.[%] Avg.[dBi] Peak [dBi]

0.824 36.11 —4.42 0.60

0.846 36.91 —4.33 0.17

0.869 33.12 —4.80 —0.19

0.880 35.34 —4.52 0.12

0.894 34.95 —4.57 —0.02

0.910 33.04 —4.81 —0.06

0.930 30.27 —5.19 —0.33

0.960 48.26 —3.16 1.68

1.710 19.50 —7.10 —1.64

1.770 21.41 —6.69 —0.87

1.820 13.88 —8.58 —2.93

1.850 13.50 —8.70 —2.86

1.880 16.21 —7.90 —1.73

1.910 16.83 —7.74 —1.33

1.930 16.95 —7.71 —1.24

1.990 30.28 —5.19 1.02

2.110 11.23 —9.50 —3.44

2.170 22.01 —6.57 —0.78

  

(a) CDMA/ GSM900   

 (b) DCS/ KPCS/ USPCS/ WCDMA

그림 8. 측정된 2D H 패턴
Fig. 8. Measured 2D H patterns.
 

가져야할 H면에서의 전 방향 방사패턴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주파수 대역 전체의 방사패턴 형태가 중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주파수별 패턴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2는 제작된 안테나의 효율 및 이득 특성의 측정 결과이
다. CDMA, GSM900 대역에서 —5.19～—3.16 dBi의 평균
이득과 30.27～48.26 %의 효율을 보이며, DCS, KPCS, 
USPCS, WCDMA 대역에서는 —9.5～—5.19 dBi의 평
균이득과 11.23～30.28 %의 효율을 보임으로써, 현재의
접지로 둘러싸인 환경의 휴대폰 안테나로 타 안테나

에 비해 저주파수 대역에서 훨씬 향상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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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접지 역할의 넓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진 현재 스마트폰 같이, 접지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접
지를 이용한 안테나로써 비교적 높은 방사효율을 얻을

수 있는 MIMO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접지 영역에는 PI-
FA를접지가 없는 작은 공간에는 IFA를 하이브리드 시켜
함께 동작하는 안테나를 연구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제
안된 안테나는 FR4 기판에 PEA로 설계 제작하였다. 데이
터통신을 위하여 동일한 안테나 두 개를 상, 하단에
MIMO 구조로 설계하였다. 설계를 위하여 현재 사용되는
6중 이동통신 서비스 대역을 목표로 설계를 하였다. 안테
나를 구현하여 측정 결과, CDMA, GSM900, DCS, KPCS, 
USPCS 및 WCDMA의모든대역에서 VSWR 3 : 1 이하의
특성을 만족하였다. 방사측정 결과, CDMA 및 GSM900 
대역에서 평균 이득 —5.19～—3.16 dBi와 30.27～48.26 %
의 효율을 보였고, DCS, KPCS, USPCS 및 WCDMA 대역
에서 평균 이득 —9.50～—5.19 dBi와 11.23～30.28 %의
효율을 보이는 양호한 특성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넓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의해 접지에

둘러싸인 형태인 현재 스마트폰의 안테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적용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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