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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대부분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은 스마트 

워치와 같은 손목시계 형태나 손목 밴드를 중심으로 

피트니스와 활동 추적기 등 모바일 헬스 관련 제품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애플과 삼

성전자를 중심으로 자체 LTE (Long Term 

Evolution) 통신 기능을 탑재하였고 스마트워치 운

영체제(Operating System)를 탑재해 스마트폰 없이 

자체 LTE 통신으로 음성통화, 메시지 송수신, 앱 다

운로드 등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공간에 최소 4개 대역을 모두 

만족하는 소형의 다중대역 안테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안테나의 소형화 방법에는 집중소자 기술을 사

용하는 방법, 기하학적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 기생

소자를 사용하는 방법, 메타물질 구조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1]~[2]. 또한, 마이크로스트립 급전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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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을 사용하여 안테나의 크기를 파장의 1/4로 줄

이고, 추가적인 패치를 사용함으로써 기본 패치의 방

사를 보충하여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기법을 주로 사

용한다[3]. 하지만, 스마트 워치와 같은 소형의 웨어

러블 디바이스에 상용화 통신 대역의 주파수를 만족

하는 다중 대역 또는 광대역의 공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안테나의 집적도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안테나의 소형화는 전류밀도가 커지고 Q값이 커지

게 되어, 대역폭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4]~[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 되는 

방법이 고차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 평면형 방사소자

에 슬릿을 추가하여 새로운 공진 특성을 구하는 방

법, 선형 방사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 CP(Coplanar 

Waveguide) 급전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 주방사 소

자에 기생패치를 추가하여 커플링 효과로 다른 공진 

대역을 형성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8]~[12].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소형디바

이스에 최적화 된 구조로 메탈 프레임을 안테나의 일

부로 사용함으로써 안테나 체적을 축소시켜 300 

mm3  최소한의 공간에 저주파 대역 (LTE Band5 

(824∼894 MHz), LTE Band8 (905∼960 MHz)) 과 

고주파 대역 (LTE Band3 (1710∼1880MHz), 3G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Band1 (1920∼2170 MHz))에 모두 적용 가

능한 다중대역 안테나를 제안하고 실제 손 팬텀(Hand 

Phantom)에 장착 후 무선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TRP(Total Radiated Power)/TIS(Total Isotropic 

Sensitivity) 측정을 통해 성능 검증을 진행 하였다.

2. 안테나 구조 설계 

그림 1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 현황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출시되

어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S3 프론티어(LTE)의 

경우, 3G WCDMA와 4G LTE FDD 인프라를 활

용할 수 있도록  저주파 대역 (LTE Band5(850)  

와 고주파 대역 (LTE Band3(1800), 3G UMTS 

Band1(2100))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에 저주파  

대역의 LTE Band8(900) 도 추가되어 아주 작은 

공간에 최소 4개 대역을 모두 만족하는 소형의 다

중대역 안테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2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메

탈 프레임 커플링을 이용한 다중대역 안테나  구조

를 살펴보면 제안된 안테나는 45 mm X 35 mm 

크기의 메탈 데코 프레임을 이용한 안테나와 접지

면 2중 커플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소형디바이스에 최적화 된 구조로 

메탈 프레임을 안테나의 일부로 사용함으로써 안테

나 체적을 축소시켜 300 mm3  최소한의 공간에 

원하는 대역을 모두 만족하는 다중대역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다. 제안된 다중대역 안테나는 저주파 

대역 (LTE Band5(850), LTE Band8(900)) 과 고

주파 대역 (LTE Band3(1800), 3G UMTS 

Band1(2100)) 을 모두 만족한다. 

  그림 3은 제안된 안테나의 동작 원리를 나타내

기 위해 메탈 프레임 링을 갖는 다중대역 안테나의 

등가 회로 모델을 수동소자(R, L, C)를 이용해  나

타내었다. 특히, 접지면 커플링을 이용한 메탈 프

레임 방사 구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소형

의 디바이스에 다중대역 안테나를 구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메탈 프레임 데코 부분과 안테

나 사이에 커플링 값을 결정짓는 Ccouple 값과 안테

나로 동작하는 메탈 프레임 데코 부분과 접지면 사

이의 커플링 값을 결정짓는 Cgnd 값이 임피던스 매

칭 특성과 안테나 성능에 영향을 준다. 또한, Slot 

커플링 방식의 분리된 안테나 패턴을 이용해 Wide 

Band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1.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 

현황

Fig. 1. Frequency distribution of domestic mobile 

communication for wearab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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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메탈 프레임 데코 링을 갖는 제안된 다중대역 안

테나의 등가 회로 모델 

Fig. 3. Equivalent circuit model of the proposed 

multiband antenna with a metal frame deco ring

3.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 분석  

(a)

(b)

그림 4.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기장 분포; (a) 저주파 대

역, (b) 고주파 대역

Fig. 4. Simulated electric filed distribution; (a) Low 

band, (b) High band

그림 2. 제안하고자 하는 메탈 프레임 커플링을 이용한 다중대역 안테나 구조

Fig 2. Geometry of the proposed multiband antenna using a metal frame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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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제안된 안테나의 동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주파 시뮬레이션 Tool을 활용해 저주파 대

역과 고주파 대역을 구분해서 각각의 전기장  분포

를 살펴보았다. 저주파 대역의 경우, 메탈 프레임 링

과 저주파 대역 (LTE Band5(850), Band8(900))  

커플링 영역에 전기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주파 대역의 경우, 

LTE Band3(1800) 커플링 영역과 3G WCDMA 

Band1(2100) 영역에 전기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측정된 정재파비(VSWR) 특성   

Fig. 5. Measured VSWR characteristics 

그림 5는 네트워크 분석기를 통해 실제 측정된 

정재파비(VSWR: Voltage Standing Wave 

Ratio) 특성을 통해 LTE Band3(1800) 커플링 영

역과 3G WCDMA Band1(2100) 영역을 조절했을 

때 변화되는 공진주파수 및 임피던스 특성의 변화

를 나타내주고 있다. LTE Band3(1800) 커플링 영

역과 3G WCDMA Band1(2100) 영역을 늘려주게 

되면 저주파 대역 특성의 변화는 거의 없이 고주파 

대역만 파장이 길어져서 공진주파수가 낮은 주파

수 대역으로 이동하고 커플링 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임피던스 매칭 특성도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안테나는 VSWR 3:1 

이하 기준으로 저주파 대역에서 70 MHz (870∼

940 MHz), 고주파 대역에서 280 MHz (1600∼

1880 MHz) 과 280 MHz (1900∼2170 MHz) 임

피던스 대역폭을 만족한다. 

  그림 6은 각각의 대역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3차

원 방사패턴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6에서 

나타난 각각의 주파수별 방사패턴을 살펴보면 모

두 무지향성의 방사패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6. 시뮬레이션을 통한 3차원 방사패턴 특성 

Fig. 6. Simulated 3D (three-dimensional)　 Radiation 

Pattern Characteristics

그림 7. TRP/TIS 측정 환경   

Fig. 7. TRP/TIS Measurement Test Condition 

  그림 7은 제작된 안테나를 장착한 스마트 워치를 

실제 손 팬텀에 장착 후 챔버에서 무선 성능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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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지표인 TRP/TIS 측정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나타내주고 있다. 스마트 워치를  손목에 거치할 때 

기존에 사용되는 지그를 사용하면 안테나 편파가 

틀어져서 측정 신뢰성이 부족하여 자유공간 특성 

대비 특성 차이가 매우 심할 뿐 아니라 현장 검증 

결과와 동떨어진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확한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안테나 간의 편파를 잘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림 7과 같이 CTIA 규격의 손 

팬텀을 이용하여 소스(Source) 안테나와 스마트 워

치 안테나 사이의 편파정렬을 위해 90도 직각을 이

룰 수 있도록 하고 유전율이 공기와 가까운 유전체

를 가진 거치대를 사용하였다.

  표 1은 그림 7과 같은 환경에서 실제 측정한 각

각의 대역별 목표치 및 실제 측정값을 자유공간 상

태와 손 거치 상태를 서로 비교해서 나타내주고 있

다. 손에 거치했을 때 LTE Band5(850) TRP 성능

을 제외한 나머지 성능은 모두 원하는 목표치를 다 

만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접지면 접촉 불안에

서 오는 무선 성능 저하 문제점을 쉴드 캔(Shield 

Can)과 배터리 메탈 프레임의 접지면 접촉 강화 및 

메탈 프레임 구조 개선을 통해 LTE Band5(850) 

TRP 성능을 2 dB 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 통신 기능을 갖는 메탈 프레임 

커플링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다중대역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45 mm X 35 mm 

크기의 메탈 프레임을 이용한 안테나와 접지면 이

중 커플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안된 안테

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소형디바이스에 최

적화 된 구조로 메탈 프레임을 안테나의 일부로 

사용함으로써 안테나 체적을 축소시켜 300 mm3  

최소한의 공간에 원하는 대역을 모두 만족하는 다

중대역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다. 제안된 다중대역 

안테나는 저주파 대역 (LTE Band5(824∼894 

MHz), LTE Band8(905∼960 MHz)) 과 고주파 대

역 (LTE Band3(1710∼1880MHz), 3G UMTS 

Band1(1920∼2170 MHz)) 의 주파수 대역을 만족

하는 결과를 보였다. 

  향후 접지면 접촉 불안에서 오는 무선 성능 저

하 부분은 쉴드 캔과 배터리 메탈 프레임의 접지

면 접촉 강화 및 메탈 프레임 구조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Band
LTE Band5

(850)

LTE Band8

(900)

LTE Band3

(1800)

3G WCDMA Band1

(2100)

Target (Hand) 12/-95 17/-97 17/-97 12/-97

Status
Free 15.5/-97 22.1/-97.5 20/-99 13.3/-98.5

Hand 10/-95 17/-96.7 17.7/-97.2 12.6/-97.8

표 1. 대역별 목표치 및 측정된 TRP/TIS 비교 결과  

Table. 1. Measured TRP/TIS results compared with the targeted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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