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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에 기인한 안테나 성능 저하 분석

Analysis of Performance Degradation of Antenna due to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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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n analysis method of performance degradation of antenna due to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between an antenna and adjacent noise sources using active scattering parameters. The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can be 

analyzed by the measured or simulated scattering parameters and by excited noise sources in the circuit as well. In this 

paper, a planar inverted-F antenna and a noise source are designed and fabricated to analyze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between the planar inverted-F antenna and noise source. The proposed analysis method uses active scattering parameters, of 

which verification is experimentally verified, and in simula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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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들의 제품 고사양 요구에 따라 정

보 처리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소형화, 집적화되고 있다. 기본

적으로 집적회로 및 디지털 기기는 외부 잡음(noise) 영향을 받

지 않도록 설계를 하지만 다양한 여러 모듈(module)을 하나의 

구조에 집적시키면 전자기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자기 간섭에 의해 발생한 잡음은 종종 

신호 및 전력 변형 또는 왜곡을 e래하여 디지털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저하시킨다[1,2]. 디지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RF 

시스템에 유기되는 방식은 복사성 방사(radiated emission)와 전

도성 방사(conducted emission)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

에서 사용되는 주파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무선통신 시스템

에서는 복사성 방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디지털 잡음

의 복사성 방사에 의한 무선 주파수 간섭 현상(radio frequency 

interference)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본 논문은 안테나(antenna)와 잡음원(noise source) 사이의 

무선 주파수 간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Wibro(2.3~2.4 GHz), WLAN(2.4~2.484 GHz)

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인쇄된 평면형 역 F 안테나(Planar 

Inverted-F Antenna)를 설계하고, RF 신호 발생기(RF signal 

generator)와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impedance mismatched 

transmission line)를 이용하여 잡음원(noise source)을 모델링 

하였다. 본 논문은 잡음원에서 발생한 잡음이 안테나에 유기되었

을 때 안테나의 성능 감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능동 S 파라미

터(active scattering parameter)를 제안한다. 능동 S 파라미터는 

위상 배열 안테나(phased array antenna)에서 전체 방사 소자

(radiating element)가 모두 동작하고 있을 때, 특정 방사 소자에

서 다른 방사 소자들의 특성이 서로 결합(coupling)된 S 파라미

터를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 방사 소자의 수동 S 파라미

터와 각 소자에 인가되는 급전원의 크기와 위상을 알면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빔 형성 회로(beamformer circuit)나 방향

성 결합기(directional coupler)없이도 위상 배열 안테나의 특성

을 계산할 수 있다[8]. 본 논문은 능동 S 파라미터를 EMI/EMC 

분야에 도입을 하여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의 무선 주파수 간섭 

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제안한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제작과 측정을 통해 시뮬레이션 

값과 비교하였으며,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한 무선 주파수 간섭 

분석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2. 평면형 역 F 안테나의 설계와 잡음원의 모델링

본 논문은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의 무선 주파수 간섭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평면형 역 F 안테나를 설계하고 잡음원을 모델링

한다. 본 논문의 2.1에서는 동작 주파수가 Wibro(2.3~2.4 GHz), 

WLAN(2.4~2.484 GHz) 대역을 포함하는 평면형 역 F 안테나의 

설계 방법을 다루었고, 2.2에서는 RF 신호 발생기와 임피던스 부

정합 전송선로를 이용한 잡음원 모델링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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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면형 역 F 안테나의 구조[6]

Fig. 1 Structure of the planar inverted-F antenna[6].

그림 2 CPWG 급전 구조를 갖는 인쇄된 평면형 역 F 안테나

(Printed PIFA)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printed planar inverted-F antenna 

using CPWG feed line. 

그림 3 제작한 인쇄된 평면형 역 F 안테나(Printed PIFA)의 실

물 사진

Fig. 3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printed planar inverted-F

antenna.

 

2.1 평면형 역 F 안테나의 설계

평면형 역 F 안테나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microstrip 

patch antenna)의 한 종류로 상대적으로 안테나의 구조를 자유

롭게 변경할 수 있어 실제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적용되는 안테

나이다. 실제 모바일 기기에 사용될 때는 모바일 기기의 구조에 

맞게 안테나의 구조가 결정되며 설계 목적에 맞게 안테나의 길이

와 패턴 모양을 변경하여 공진 주파수(resonant frequency), 전

압 정재파비(voltage standing wave ratio), 방사효율(radiation 

efficiency) 등을 조절한다. 그림 1은 평면형 역 F 안테나의 구조

이다. 평면형 역 F 안테나는 급전점(feed point), 단락판(short 

circuit plate), 방사판(radiating plate), 접지면(ground plane)으

로 구성이 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한쪽면을 접지면에 단락

(short)시켜 안테나의 길이가 1/4 파장의 길이에서 공진이 가능

하게 하여 방사를 위한 안테나의 크기를 반 이상 줄일수 있다

[4]. 그림 1에서  은 방사판의 가로 길이, 는 방사판의 세로 

길이를 나타내며, 는 단락판의 높이, 는 단락판의 폭이 된다. 

평면형 역 F 안테나의 공진 조건은 단락판의 폭 의 변화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방사판의 폭  이 단락판의 폭 보

다 훨씬 클 때≪  평면형 역 F 안테나의 공진 조건은 식 

(1)로 정의되고, 단락판의 폭 와 방사판의 폭 이 같을 때

  는 식 (2)와 같다. 여기서 는 자유 공간에서의 파장

(wavelength)을 의미하며 로 계산되어진다. 유전체의 영향을 

고려한 파장은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빛의 

속도(× mm/sec)이고  은 상대 유전율(relative dielectric 

constant)이다[5]. 단락판이 없는 경우에는 식 (3)과 같

이 공진 조건이 정의되며, 0＜ <1인 경우에 공진 주파수 

은 식 (4), (5)로 정의된다. 여기서 과 는 각각   와 

 로 정의되며,  은 식 (2)로 구할 수 있으며, 는 식 

(6)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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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형 역 F 안테나는 위 식들을 이용해 안테나의 설계 파라

미터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뒤 실제 설계에서 방사판의 크기, 

단락판의 위치, 급전점의 위치 등을 조절하여 설계 목표에 맞춰 

재설계한다[7].

본 논문에서는 평면형 역 F 안테나를 그림 2와 같이 CPWG 

(Coplanar Waveguide with Ground) 급전 구조를 갖는 인쇄된 

평면형 역 F 안테나(Printed Planar Inverted-F antenna)로 설

계하였다. 이 안테나의 구조는 단락판이 CPWG 구조에서 상판

(top plate)에 위치한 접지면으로 연결이 되며, 이것은 다시 비아

(via)를 통해 CPWG 구조의 밑판(bottom plate)에 위치한 접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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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작한 인쇄된 평면형 역 F 안테나(Printed PIFA)의 반

사 손실의 측정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Fig. 4 Measured and computed return losses of the proposed

printed planar inverted-F antenna.

(a) (b)

그림 5 (a) 75 Ω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의 구조 (b) 100 Ω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의 구조

Fig. 5 (a) Geometry of impedance mismatched transmission

line using 75 Ω microstrip line (b) Geometry of 

impedance mismatched transmission line using 100 

Ω microstrip line.

그림 6 제작한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의 실물 사진 

Fig. 6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impedance mismatched 

transmission line.

그림 7 제안한 무선 주파수 간섭 현상의 분석 방법

Fig. 7 Proposed analysis method of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으로 단락이 된다. CPWG 급전 구조를 갖는 인쇄된 평면형 역 F 

안테나는 그림 1의 평면형 역 F 안테나와 동일한 원리로 동작한

다[5].

그림 2는 제안한 안테나의 구조와 설계 파라미터 값을 나타낸

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크기가 56 mm × 60 mm, 상대 유전율

( )이 4.7이며, 손실 탄젠트(loss tangent)가 0.02이고, 유전체의 

두께가 1.53 mm인 FR4 기판을 사용하여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도체는 도전율(conductivity)이 5.8 ×  S/m인 구리를 사용하였

으며, 구리의 두께는 0.035 mm이다. 제안한 안테나는 216개의 비

아를 사용하였으며 드릴(drill)의 지름 0.3 mm에 도금(plating)의 

두께 0.015 mm를 반영한 비아의 지름은 0.27 mm이다. 그림 3은 

제작한 안테나의 실물 사진이며, 그림 4는 이렇게 제작한 안테나

의 반사 손실 측정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반사 손실 –10 dB를 기준으로 한 대역폭을 살펴보

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2.285~2.61 GHz로 대역폭이 0.325 GHz이

고, 측정 결과는 2.287~2.586 GHz로 대역폭이 0.299 GHz로 나타

났다. 공진 주파수를 살펴보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2.45 GHz에

서 –46.05 dB로 공진하며, 측정 결과는 2.454 GHz에서 –46.27 

dB로 공진한다. 두 결과를 비교해볼 때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Wibro(2.3~2.4 GHz), WLAN(2.4~2.484 GHz) 대역에서 아주 양호

한 반사 손실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잡음원 모델링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잡음원은 RF 신호 발생기와 임피던스 부

정합 전송선로로 구성된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임피던

스 부정합 전송선로의 구조를 나타낸다.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

로는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구조로 전체 크기가 60 mm × 16.5 

mm이다. 사용된 기판은 상대 유전율( )이 4.7이며, 손실 탄젠트

(loss tangent)가 0.02이고, 유전체의 두께가 1.53 mm인 FR4 기

판으로 안테나 설계에 사용한 기판과 동일하며, 도체의 사양

(specification) 역시 안테나에 사용한 도체와 동일하다. 제안한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는 그림 5(a)와 같이 2.45 GHz에서 75 

Ω으로 설계된 75 Ω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와 그림 5(b)와 같

이 2.45 GHz에서 100 Ω으로 설계된 100 Ω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

선로로 두 가지가 있다. 그림 6은 제작한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

선로의 실물 사진이다. 전체 길이의 절반은 2.45 GHz를 기준으로 

50 Ω에 설계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그림 5의 (a), (b)와 같이 

75 Ω 또는 100 Ω으로 설계되었다. 두 종류의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는 50 Ω으로 종단(termination)시켰다. 그림 7은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무선 주파수 간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

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안테나와 거리 d만큼 떨어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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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 75 Ω일 때 거리 d에 따른 

의 변화

Fig. 8 Simulated   for various value d in impedance

mismatched transmission line with 75 Ω characteristic

impedance.

그림 9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 100 Ω일 때 거리 d에 따른 

의 변화

Fig. 9 Simulated   for various value d in impedance

mismatched transmission line with 100 Ω characteristic 

impedance.

원(RF 신호 발생기와 부정합 전송선로)으로부터 발생한 잡음이 

복사성 방사에 의해 안테나로 유기되고, 유기된 잡음에 의해서 

안테나의 성능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

의 거리 d를 3 mm, 6 mm, 9 mm (안테나 방사판과 임피던스 부

정합 전송선로의 중심 지점 사이의 거리 : 13.25 mm, 16.25 mm, 

19.25 mm)로 변화시켜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의 거리 변화에 따

른 안테나의 성능 저하를 분석하였고,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

로의 임피던스 부정합 차이에 따른 안테나의 성능 저하에 대해 

관찰하였으며, 이와 같은 무선 주파수 간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

능 저하를 분석하기 위해 능동 S 파라미터에 대한 이론을 도입

하였다.

3.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한 무선 주파수 간섭 분석

본 논문에서는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무선 주파수 간섭

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안테나와 인접한 잡음원에서 

발생한 잡음이 안테나로 결합되었을 때, 잡음과 결합된 안테나의 

반사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능동 S 파라미터는 시스템의 각 방

사 소자들(안테나 및 잡음원)의 수동 S 파라미터와 각 방사 소자

들의 급전원(excitation source)의 값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8][9]. 안테나가 첫 번째 포트(1st port)이고, 개의 방사 소자

가 있는 경우 포트 1의 능동 S 파라미터  은 식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7)

여기서  과  은 각각 번째 방사소자(-th port)에 급전원

의 크기와 위상을 의미하고,  은 안테나(1번째 포트)와 n번째 

방사 소자 사이의 상호 결합(mutual coupling)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안테나(port 1)와 하나의 잡음원(port 2)를 사

용하므로 방사 소자의 개수( )는 2개이고,  은 ( ·


+ ·

 )/
로 정의되며, 이 식을 이용하여 잡음원

(port 2)에서 발생한 잡음이 결합된 안테나(port 1)에서의 반사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무선 주파수 간

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3.1에

서는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에 2.45 GHz의 정현파(sinusoidal 

wave)를 인가하였고, 3.2에서는 고조파 성분(harmonic com- 

ponent)에 의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

에 스위칭 주파수(switching frequency)가 266.7 MHz, 342.9 

MHz, 480 MHz, 800 MHz인 구형파(square wave)를 인가한다.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에 정현파 또는 구형파를 인가했을 때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의 무선 주파수 간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를 분석하였다.

3.1 정현파를 인가한 잡음원일 때 무선 주파수 간섭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 분석

무선 주파수 간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을 분석하

기 위해 안테나와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의 수동 S 파라미터

를 구하기 위해 전자장 시뮬레이션(electromagnetic field 

simulation)을 진행한다. 본 논문은 안테나와 임피던스 부정합 전

송선로의 2 포트 회로망의 S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위해 유한 요

소법(FEM : Finite Element Method) 기반의 Ansys사의 HFSS

를 사용하였다. 2 포트 회로망의 수동 S 파라미터를 계산한 후에 

안테나와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에 급전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포트 1의 능동 S 파라미터 을 식 (7)과 같이 계

산한다. 안테나는 2~3 GHz에서 –5 dBm으로 급전되며,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는 2.45 GHz의 정현파가 0 dBm의 값으로 급전

된다. 그림 8은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 75 Ω일 때,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의 거리 d의 변화에 따른 의 변화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가 안테나와 인접하지 

않았을 때는 2.45 GHz에서 –46.05 dB의 반사 손실 값을 갖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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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00 MHz의 제 3 고조파 성분에 의한 
(a)   for third harmonic of 800 MHz

(b) 480 MHz의 제 5 고조파 성분에 의한 
(b)   for fifth harmonic of 480 MHz

(c) 342.9 MHz의 제 7 고조파 성분에 의한 
(c)   for seventh harmonic of 342.86 MHz

(d) 266.7 MHz의 제 9 고조파 성분에 의한 
(d)   for ninth harmonic of 266.67 MHz

그림 10 고조파 성분에 따른  의 변화

Fig. 10 Simulated   for various harmonic component.

잡음원이 안테나에 가까워질수록 반사 손실의 크기가 약 –22.34 

dB로 크게 줄어든다. 또한 d가 가까워질수록 공진 주파수도 낮은 

주파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F 신호 발생

기에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가 급전되어 있을 때, 안테나의 

반사 손실 결과는 왜곡되어 나타나는데, 왜곡된 부분의 진폭은 d

가 3 mm일 때 3.68 dB(-17.21~-20.89 dB), d가 6 mm일 때 7.04 

dB(-26.4~-33.44 dB), d가 9 mm일 때 11.45 dB(-30.34~-41.79

dB)으로 안테나의 반사 손실의 특성이 좋을수록 잡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반사 손실이 많이 왜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 100 Ω일 때,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의 

거리 d의 변화에 따른  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경우 왜곡된 부분의 진폭은 d가 3 mm일 때 3.72 dB 

(-17.19~-20.91 dB), d가 6 mm일 때 7.12 dB(-26.35~-33.47 

dB), d가 9 mm일 때 12.76 dB(-29.69~-42.45 dB)으로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 75 Ω일 때보다 반사 손실의 왜곡이 크게 나타

났다. 따라서  반사 손실의 특성이 좋을수록, 임피던스 부정합의 

차이가 클수록 안테나의 반사 손실의 왜곡이 크게 나타난다.

3.2 구형파를 인가한 잡음원일 때 고조파 성분의 무선 주파수 

간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 분석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낮은 스위칭 주파수를 갖는 잡음원이더

라도, 고조파 성분에 의한 무선 주파수 간섭이 존재할 수 있다. 

진폭이 이고 스위칭 주파수가 인 구형파는 식 (8)과 같이 퓨

리에 전개(fourier expansion)로 나타낼 수 있다. 

  



 

∞



sin
               (8)

여기서 는 고조파의 차수를 의미하며 는 시간을 의미한다

[10]. 식 (8)에 의하면 구형파는 짝수 차수의 고조파가 0 이므로 

홀수 차수의 고조파만 존재하며 고차 항이 될수록 고조파의 크기

는 줄어든다. 본 논문은 구형파의 고조파 성분에 의한 영향을 관

찰하기 위해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에 크기가 0 dBm인 스위

칭 주파수 266.67 MHz (제 9 고조파 성분 : 2.4 GHz), 342.86 

MHz (제 7 고조파 성분 : 2.4 GHz), 480MHz (제 5 고조파 성분 

: 2.4 GHz), 800 MHz (제 3 고조파 성분 : 2.4 GHz)을 인가하여 

고조파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반사 손실의 특성이 좋을수록 안테나의 반사 손실에 왜곡

이 많이 발생하므로 동일한 반사 손실의 값을 가질 때 고조파 

성분에 의한 안테나 반사 손실의 왜곡된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고조파 성분이 2.4 GHz의 값을 가질 때 을 분석하였

다. 부정합 전송선로에 입력한 고조파 신호를 제외한 나머지 설

정은 3.1과 동일하며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의 거리는 3 mm(안테

나 방사판과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의 중심 지점 사이의 거리 

: 13.25 mm)이고,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는 75 Ω이다. 그림 

10은 고조파 성분에 따른  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그림 10(a)는 800 MHz의 제 3 고조파 성분에 의한 

의 결과를 나타낸다. 800 MHz의 제 1 고조파 성분

(800 MHz)과 제 5 고조파 성분(4 GHz)은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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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1 (a) 잡음원에서 발생한 잡음이 결합된 안테나 반사 손

실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b) d =3 mm 일 

때 (c) d=6 mm일 때 (d) d=9 mm일 때

Fig. 11 (a) Measured and computed return loss of antenna 

coupled with nose generated from noise sources (b) 

at d=3 mm (c) at d=6 mm (d) at d=9 mm.

를 벗어나므로 안테나 특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800 

MHz의 제 3 고조파 성분(2.4 GHz)은 안테나의 반사 손실의 왜곡

에 기인한다. 800 MHz의 제 3 고조파 성분에 의해 발생한 왜곡

된 부분의 진폭은 3.28 dB(-20.83~-24.11 dB)이다. 그림 10(b)는 

480 MHz의 제 5 고조파 성분에 의한  의 결과를 나타

낸다. 480 MHz의 제 3 고조파 성분(1.44 GHz)과 제 7 고조파 성

분(3.36 GHz)도 역시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를 벗어나 안테나 성

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480 MHz의 제 5 고조파 성분(2.4

GHz)에 의해 안테나의 반사 손실에 왜곡이 발생한다. 480 MHz

의 제 5 고조파 성분에 의해 반사 손실이 왜곡된 부분의 크기는 

1.92 dB(-21.31~-23.23 dB)이다. 그림 10(c)는 342.86 MHz의 제 

7 고조파 성분(2.4 GHz)에 의해 발생한 안테나의 반사 손실 왜곡

을 나타낸다. 342.86 MHz의 제 5 고조파 성분(1.714 GHz)과 제 

9 고조파 성분(3.085 GHz)이 안테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

며, 342.86 MHz의 제 7 고조파 성분에 의해 왜곡된 부분의 진폭

은 1.37 dB(-21.56~-22.93 dB)이다. 그림 10(d)는 266.67 MHz의 

제 9 고조파 성분(2.4 GHz)에 의한 의 결과를 나타낸

다. 이 경우에도 266.67 MHz의 제 7 고조파 성분(1.867 GHz)과 

제 11 고조파 성분(2.934 GHz)은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를 벗어나

므로 안테나 반사 손실의 왜곡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266.67

MHz의 제 9 고조파 성분에 의해 안테나 반사 손실의 왜곡이 발

생한다. 반사손실이 왜곡된 부분의 진폭은 1.06 dB (-21.67~ 

-22.73 dB)이다. 그림 10의 결과를 통해 높은 차수의 고조파 성

분일수록 반사 손실이 왜곡된 부분의 진폭이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스위칭 주파수가 낮은 잡음원이더라도 고조파 성분에 

의해 안테나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

의 고조파 성분에 의한 무선 주파수 간섭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다중 대역 안테나(multi-band antenna) 및 광대역 안

테나(wide band antenna)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수

의 잡음원이 존재하더라도 무선 주파수 간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

능 저하를 분석 및 예측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로 설

계 시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를 고려하여 스위칭 주파수를 결정한

다면, 고조파 성분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4. 측정을 통한 능동 S 파라미터의 유효성 검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측정을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한다. 

그림 11은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가 75 Ω이고, RF 신호 발

생기에서 2.45 GHz의 정현파를 출력할 때, 거리 d의 변화에 따른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측정 설정은 

시뮬레이션 설정과 동일한 설정으로 진행했다. 측정 결과 잡음원

에서 발생한 잡음이 결합된 안테나의 반사 손실은 RF 신호 발생

기에서 출력하는 2.45 GHz에서 왜곡되어 나타나며, 표 1은 안테

나의 반사 손실이 왜곡된 부분의 진폭을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한 표이다. 왜곡된 부분의 진폭은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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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왜곡된 반사 손실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Table 1 Measured and computed result of distorted return 

loss.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의 거리 (안테

나 방사판과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

선로의 중심 지점 사이의 거리)

시뮬레이션 

결과
측정 결과

3 mm (13.25 mm) 3.68 dB 0.59 dB

6 mm (16.25 mm) 7.04 dB 4.24 dB

9 mm (19.25 mm) 12.1 dB 11.9 dB

d가 3 mm일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3.68 dB(-17.21~ -20.89 dB)

이고, 측정 결과는 0.59 dB(-18.17~-18.76 dB)이다. d가 6 mm일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7.04 dB(-26.4~-33.44 dB)이고 측정 결과

는 4.24 dB(-24.73~-28.97 dB)로 나타났으며, d가 9 mm일 때 시

뮬레이션 결과는 12.1 dB(-29.69~-41.79 dB)이고 측정 결과는 

11.9 dB(-33.21~-45.11 dB)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볼 때 왜곡된 반사 손실의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두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해 무선 주파수 간

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안테나와 잡음원 사이의 무선 주파수 간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능동 S 파라미

터를 제안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Wibro(2.3~2.4 GHz), 

WLAN (2.4~2.484 GHz)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평면형 역 F 

안테나를 설계하고, RF 신호 발생기와 임피던스 부정합 전송선로

를 이용하여 잡음원을 모델링 하였다. 제안한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안테나와 인접한 잡음원에서 발생한 잡음이 안테나로 

결합되었을 때, 잡음과 결합된 안테나의 반사 손실을 계산할 수 

있으며, 안테나 및 잡음원의 수동 S 파라미터와 각 방사 소자들

의 급전원의 값으로부터 이를 계산할 수 있다. 제안한 능동 S 파

라미터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제작과 측정을 

통해 시뮬레이션 값과 비교하였으며,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한 

무선 주파수 간섭 분석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능동 S 파라미터를 이용한 무선 주파수 간섭 분석 방

법을 사용하면, 회로 설계 단계에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을 

예측할 수 있어 전자파 장해(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및 

무선 주파수 간섭에 대한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다중 잡음원 또는 다중 대역 안테나일 때 무선 주파수 

간섭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현상에 대한 연구와 잡음원에 

변조 신호 및 랜덤 신호 등의 복잡한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발

생하는 잡음이 안테나에 결합되었을 때 안테나의 성능 변화에 대

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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