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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규격을 만족하는 우수한 격리도의 
소형 계단구조 광대역 MIMO 안테나

Miniature Staircase-Shaped Wideband MIMO Antenna with 
Excellent Isolation, Compliant to the SAR Standard 

강 경 석*․양 인 규*․강 승 택†  

(Kyungseok Kahng․In-Kyu Yang․Sungtek Kahng)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novel compact MIMO antenna which has miniaturized radiators and their row 

correlation coefficient, working for the LTE mobile communication, and its SAR is observed. Each of the proposed 

radiators has a shape of staircase and the bandwidth is twice larger than the conventional PIFA as 600MHz(21%) in 2.5 

GHz - 3.15 GHz. And the area of the radiators is 16.5mm ⅹ 9.7mm proper for a handheld device. Also, by adding a 

planar mushroom decoupling structure between the radiators, the isolation is improved. The design has been carried out 

using the commercial full-wave time-domain EM solver and the finalized MIMO antenna has the return loss less than 

-10 dB in the LTE band, the isolation better than 20 dB and the efficiency more than 90% with the gain of 4.3 dB. 

Regarding the SAR of the antenna, it is observed that the average SAR value of 1g is estimated as 1.37W/Kg, which is 

lower than the SAR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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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최근 이동 통신 기술은 진화를 거듭하여 3세 에서 4세

로 넘어가고 있다. 3세 에서 4세 로의 진화에서 가장 핵

심 인 부분은 LTE(Long Term Evolution)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LTE 기술은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기술과 융합되어 기존 3세  이동 통신 기술보다 증

가된 채  용량과 빠른 송속도를 가진다. 재까지 개발

된 MIMO 시스템에서는 채  용량은 체로 송신, 수신 안

테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결론 으로 이동성과 휴 성

이 시되는 단말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의 경우 크기가 

매우 작아야 하며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 특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한정 인 공간에 다수의 안테나가 집 될 수 있도

록 안테나 소형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한 소형 안테나

의 역화를 한 연구가 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IMO 안테나의 경우 다수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송수신율

을 높이게 되는데[1-10], 다수의 안테나를 근 한 거리에서 

사용하게 되면 안테나 사이에 형성되는 격리도 특성이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안테나 사이에서 높

은 격리도 특성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urch는 격리도 확보를 해 하나의 안테나에서 다른 안테

나로 넘어오는 근역장(near field)을 제어하는 구조를 가지는 

안테나를 소개하고 있다[1,2]. 안테나의 방사 패턴과 격리도

는 향상되었으나 크기에 있어서는 방사체와 격리도 구조가 

단말기 지의 상층부와 양 측면을 사용하여 소형화되지는 

않았다. K. Payandehjoo는 두 안테나 사이의 커 링을 억제

를 통한 Diversity 이득향상을 해 EBG 구조를 사용하

다[2]. 그러나 크기는 시장 표 을 과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X. Wang은 두 개의 Microstrip  안테나를 단말기 

크기에 맞도록 방사체를 수직으로 어 층을 이루는 구조를 

소개하 다. 한 격리도 개선을 해 미앤더 결합제거 구

조를 설계하 다[3]. 이를 통해 12dB 이상의 격리도를 확보

하 지만 안테나의 체 인 체 은 증가하고 이종 안테나

의 결합의 모양을 띄게 되었다. 이들을 통해, 산업  요구에 

부합하는 안테나의 성능을 가지면서 결합제거가 포함된 

체구조의 소형화가 실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

형 공진기를 갖는 역 MIMO 안테나를 제안한다. 제안

된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의 두께가 차 증가하는 계단형 

구조로 설계하 고, 그 결과 역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한 근 한 두 방사체 사이에 평면형이면서 변형된 버섯구

조 형상의 결합제거구조를 삽입하여 두 안테나간 격리도 특

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제안된 안테나의 경우 3차원 

자장 해석기를 통해 방사패턴, 주 수 응답, 격리도 특성을 

모의실험하여 설계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한, 모바일 통

신을 한 안테나임을 고려하여 자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에 해 계산해보고, 인체조직과 유

사한 기정수를 갖는 헤드팬텀을 이용하여 SAR값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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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해 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안테나와 SAR값을 비교하

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나의 우수성을 증명하 다.

2. 본  론

2.1 계단형 구조를 통한 역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IMO 안테나는 기본 PIFA를 바

탕으로 연구를 통해 완성하 다. 기본 인 PIFA의 경우 그

라운드에 지되는 쇼트핀과 부 그리고 방사체로 구분

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체를 동일한 두께가 아닌 차 

두꺼워지는 계단형 구조로 설계하여 역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에서는 MIMO 안테나의 설계 에 MIMO 안

테나의 기본이 되는 단일 안테나의 설계에 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설계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나의 목표 스

펙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MIMO 안테나 목표 설계 스펙

Table 1 Specification of proposed MIMO Antenna

항목 성능

f0, Bandwidth 2.8GHz, ≥500MHz

Application LTE Band

Return loss(S11) ≥10dB

Isolation(S21) ≥15dB

Antenna efficiency(Total) ≥70%

Antenna gain(Peak) ≥2dB

     

     (a) 안테나 앞면                  (b) 안테나 뒷면

그림 1 제안하는 MIMO 안테나 구조

Fig. 1 Design of the proposed MIMO antenna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IMO 안테나의 최종 구

조를 나타낸다. 안테나가 지 되어 있는 모듈의 크기는 국내

에서 유통되는 휴  단말기의 크기를 참고로 하여 54mm x 

81mm로 설계하 다. 안테나 설계시에 사용된 유 체는 제작

단가를 고려하여 유 율 4.3인 FR-4기 으로 설계하 다.

소형 단말기용으로 사용하는 안테나의 경우 체 인 크

기가 작아져야 하는데, 안테나 는 주 방사체가 차지하는 

면 이 작다면 체 인 크기가 소형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반 장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의 공진주 수

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나

의 경우 기  길이에 의존하는 안테나의 체 을 이기 

해서 방사체를 평행선로처럼 길게 형성하지 않고 구부리

는 형태로 설계하여 류경로를 늘임으로써 기  길이를 

만족 시켰다. 

     

 

(a) 기존의 PIFA 구조

(b) 유니폼라인의 기존 PIFA 반사손실 결과

그림 2 유니폼라인의 기존 PIFA 구조  결과

Fig. 2 Design of the Uniform line conventional PIFA and 

return loss 

그림 2에 나타낸 구조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 방사

체를 구부린 형태로 설계하여 크기의 소형화를 꾀했다. 그

때의 역폭은 그림 2(b)에 나타낸 것 처럼 심주 수 

2.8GHz기 으로 약 300MHz (11%)이다. 다음으로 그림 2에 

나타낸 기존의 평면형 PIFA 구조에 계단형 구조를 용시

킴으로써 역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그때의 구조  결

과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b)와 그림 3(b)에 나타낸 반사손실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니폼라인을 갖는 기존 PIFA보다 계단

형 구조를 갖는 PIFA의 역폭이 무려 250MHz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계단형 구조의 구조를 PIFA에 용시킴으로

서 공진 역 2.55GHz~3.1GHz으로 약 550MHz(20%)의 넓은 

역폭으로 앞서 언 한 목표 설계 스펙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안테나의 방사패턴은 모바일 통신에 합

한 방향성 특성을 나타낸다. 계단형 구조를 갖는 PIFA의 

방사패턴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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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단형 구조의 PIFA

(b) 계단형 구조의 기존 PIFA 반사손실 결과

그림 3 계단형 구조의 제안된 PIFA 구조  결과

Fig. 3 Design of the Staircase line PIFA and return loss 

그림 4 계단형 구조의 제안된 PIFA 방사패턴 결과

Fig. 4 Radiation pattern of the proposed PIFA with Staircase 

line

2.2 MIMO 안테나의 설계

2.1 에서 설계한 계단형 구조의 단일 PIFA를 토 로 공

간 다이버시티  배열에 이용하기 해서 동일한 하나의 

지면에 복수 구조 형태로 연결시켜 MIMO 안테나로 모의

실험 하 다. 그때의 구조를 그림 5에 나타내었고, 그림 5에

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안테나 방사체들을 지면 심부

에 치시켜 설계하 다. 안테나의 거리를 멀리하거나 지

면 반 편에 치시켜 설계하게 되면 격리도 특성이 향상되

지만 결론 으로 거리가 멀어져 체 인 크기가 커지는 결

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지면 상  심부에 방사체

들을 가까이 두면서도 격리도 특성이 높아야 효과 인 소형

화가 이루어 졌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림 5에 나타낸 구조

가 앞서 설계한 계단형 구조의 PIFA를 토 로 설계한 

MIMO 안테나이다.

  (a) 결합제거구조가 없는 제안된 계단형 MIMO 안테나

(b) 결합제거구조가 없는 계단형 MIMO 안테나 실험결과

그림 5 결합제거구조가 없는 계단형 MIMO 안테나 구조  

결과

Fig. 5 Design of the Staircase line MIMO antenna without 

decoupling structure and simulated S-parameters

그림 5(b)는 결합제거구조가 없을 때의 MIMO안테나의 

S- 라미터 결과를 나타낸다. MIMO 안테나로 설계했음에

도 계단형 구조의 단일 PIFA와 마찬가지로 역폭은 

550MHz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격리도 특

성을 나타내는 S21과 S12가 역내에서 15dB 정도로 낮게 

나타난다. 이 수치는 앞 에서 제시한 목표 설계 스펙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더 나아가 실제 휴 용 단말기 모듈에 

장착하기 한 안테나가 갖는 스펙으로서도 부 합하다. 그 

이유는 실제 휴 용 단말기에 용시에 격리도 특성이 5dB

에서 많으면 10dB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20dB 이상의 격리

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안테나 방사체들간 격리도 특성이 좋지 않은 이유를 알아

보기 해서 각 안테나의 류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안테나 사이에 류가 유기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

면 안테나 서로 간에 설되는 류가 많아지면서 격리도 

특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림 6처럼 결합제거구조가 없을 시에는 상  안테나로의 

류유기가 심해지면서 격리도 특성에 악 향을 끼친다. 그

래서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 사이에 결합제거구조를 삽입함

으로서 격리도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최종 으로 제안하는 MIMO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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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테나 1(왼쪽) 동작할 때의 류분포

 (b) 안테나 2(오른쪽) 동작할 때의 류분포

그림 6 결합제거구조가 없는 계단형 MIMO 안테나의 표면 

류분포

Fig. 6 Surface current distribution of the Staircase line 

MIMO antenna without decoupling structure 

표  2 결합제거구조가 삽입된 MIMO 안테나의 상세수치

Table 2 Size of the Staircase MIMO antenna with decoupling 

structure

라미터 수치[mm]

W1 1.65

W2 2.4

W3 3.15

W4 9.75

W5 5

DH 8.25

DW 9.75

DT 2.63

DL 5.25

AL 16.5

FD 3

GD 0.75

그림 8 라미터 FD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결과

Fig. 8 Return loss depending on the parameter FD 

changes 

구조이다. 앞 에서 선행 연구한 계단형 구조를 용시켰

고, 그리고 격리도 개선을 한 결합제거구조도 삽입한 형태

로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단형 MIMO 안테나의 설계를 

한 수많은 라미터 스터디를 통해 최종 으로 설계된 안테

나의 수치를 표 2에 나타내었다. 

(b) 결합제거 구조가 포함된 계단형 MIMO 안테나

(a) 결합제거 구조가 포함된 계단형 MIMO 안테나 상세도

그림 7 본 논문에서 제안된 계단형 MIMO 안테나 구조

Fig. 7 Design of the proposed Staircase line MIMO antenna 

with decoupling structure 

안테나의 최 화를 해 안테나가 갖는 다양한 라미터 

스터디를 진행하 고 그 에서 설계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라미터 스터디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을 통해서 라미터 FD의 변화가 반사손실 결과에 

많은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과 같은 다양한 

라미터 스터디를 진행하여 최 의 설계치를 얻을 수 있었

다. 최 의 기하변수로 설계한 안테나의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 결합제거구조가 삽입된 계단형 MIMO 안테나의 실

험결과

Fig. 9 Simulated result of the Staircase line MIMO antenna 

with decoupl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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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 나타낸 결과를 보면 결합제거구조가 삽입됨으로

서 격리도 특성이 공진주 수에서 22dB로 크게 향상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그림 6에 나타낸 안테나간 발생

하는 류유기 상이 결합제거구조로 인해서 방지되었기 

때문이다. 결합제거구조가 삽입되어도 안테나가 갖는 역

폭은 결합제거구조가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600MHz(21%)

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a) 안테나 1(왼쪽) 동작할 때의 류분포

(b) 안테나 2(오른쪽) 동작할 때의 류분포

그림 10 결합제거구조가 삽입된 계단형 MIMO 안테나의 표

면 류분포

Fig. 10 Surface current distribution of the Staircase line 

MIMO antenna with decoupling structure 

그림 10에 나타낸 류분포 상을 통해 결합제거구조의 

역할이 증명되었다. 결합제거구조를 삽입함으로서 상  안

테나로 유기되던 류가 모두 결합제거구조로 유기되는 것

을 그림 1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것으로 상  안테나로 

유기되는 류의 양이 하게 어들어 안테나간 간섭이 

어들게 된다. 결론 으로 격리도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1 결합제거구조 유무에 따른 S- 라미터 결과

Fig. 11 S-Parameter according to existence of decoupling 

structure

격리도 특성이 좋아져도 안테나가 갖는 효율과 이득이 좋

지 않으면 안테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한 휴  

단말기용 안테나로 사용하기 해서는 방사패턴이 방향성

을 띄어야 한다.

  

(a) 제안된 계단형 MIMO 안테나 방사패턴 결과(안테나 1<왼쪽>)

(b) 제안된 계단형 MIMO 안테나 방사패턴 결과(안테나 2<오른쪽>)

그림 12 제안된 계단형 MIMO 안테나 방사패턴 결과

Fig. 12 Radiation pattern of the proposed Staircase MIMO 

antenna

그림 12는 제안된 계단형 구조의 MIMO 안테나의 방사패

턴 모습이다. 공진주 수 2.8GHz에서의 방사패턴 모습이며 

앞 에서 선행 연구한 안테나들과 마찬가지로 방향성 특

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공진주 수 2.8GHz에서

의 최  이득은 4.3dB로 목표 설계치보다 2dB 이상 높게 나

왔으며 효율 한 93%로 매우 높은 효율을 보 다. 이런 

으로 보아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안테나는 휴  단말기용 안

테나로 충분히 활용될 것이라고 상된다.

3. SAR의 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자기기의 사용은 필수라고 말해

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인간의 삶에 자기기는 매우 한 

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기가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휴 화

의 경우 가입자 수가 속도로 증가되어 왔고, 인체의 두부

에 가장 착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휴 화가 인체에 미치

는 향에 한 심이 더욱 높다. 이에 따라 각 국가 기

이나 국제기구에서는 인체에 착하여 사용하는 자기기에 

해서 SAR (Specific Absorption Rate) 수치를 규정하고 

있다. SAR란 송신기로부터 인체에 흡수되는 단 질량 당 

자 의 양을 에 지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인체조직 1g

에 한 평균 SAR 규격은 1.6W/kg, 10g에 한 평균 SAR 

규격은 2W/kg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 화의 SAR 측정

값이 규정치를 과하는 경우 시장 매를 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g을 기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

로 SAR 값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규정치에 과

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안테나 한 휴  단말기용으로 개발되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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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체에 미치는 SAR의 계산  측정이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SAR 용 해석 툴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안테나가 

갖는 SAR 값을 도출하 다.

3.1 SAR의 모델링

SAR의 경우 일반 으로 다음에 나타낸 식(1)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으며 단 는 W/kg(watts per kilogram)을 사

용한다.

SAR = σE2/ρ [W/kg]                 (1)

여기서 σ는 인체조직의 도 율(S/m)을 나타내며, ρ는 인

체조직의 도를 나타낸다. E는 기장의 세기(V/m)를 나타

낸다. SAR 측정을 한 모의실험시에 인체조직과 유사한 

기정수를 갖는 인체 팬텀을 사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는 두부에 미치는 SAR 값을 측정하기 하여 헤드팬텀을 

사용하 다.

표  3 모의실험에 사용된 헤드팬텀의 기정수

Table 3 Characteristic of the SAM phantom

조직타입
상 유 율

[εr]

도 율

[S/m]

도

[kg/m
3
]

SAM Liquid 39.2 1.8
1,000

SAM Shell 3.7 0

3.2 SAR 계산 데이터와 타 안테나와의 비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이스를 제외한 순수 안테

나 구조만 이용하여 SAR측정을 진행하 으며, 실제 모바일 

기기 이스의 두께를 고려하여 인체 두부와 안테나 구조간

의 거리를 10mm로 고정시킨 후 모의실험 하 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계단형구조의 MIMO 안테나와 기존의 공진

주 수 2.8GHz를 사용하는 MIMO 안테나의 SAR를 측정하

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가 갖는 이 을 증명하 다. 

그림 13 모의 인체와 제안된 MIMO 안테나의 치

Fig. 13 Mounted position of the proposed MIMO antenna 

and SAM phantom 

그림 13과 같이 인체 두부 왼 측에 안테나를 두고 모의실

험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나의 경우 모바일 통

신을 한 것이므로, 모바일 통신 역에 한 SAR 값을 

도출하기 하여 입력 력을 0.25W로 하여 SAR 값을 계산

하 다. 모의실험 결과를 그림 14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14

에서 알 수 있듯이 SAR 최  수치는 안테나가 치해 있는 

두부 왼편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4 0.25 W 입력 력시 제안된 MIMO 안테나의 1g 평

균 SAR

Fig. 14 1g averaged SAR caused by proposed MIMO 

antenna

입력 력이 0.25W일 때의 1g 평균 SAR 값은 1.37W/Kg, 

10g 평균 SAR 값은 0.6W/Kg 으로 국제 SAR 규격에 만족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그림 14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부분 안테나가 치해 있는 왼편에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모의실험을 통해 모의 인체와 안테나 간의 

거리가 SAR 값에 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으

며, 본 논문의 경우 휴 용 단말기를 고려하 기 때문에 휴

용 단말기 이스의 두께를 생각하여 인체 두부와 안테나 

간의 이격 거리를 10mm로 고정시킨 후 모의실험 하 다.

그림 15 모의 인체와 기존 MIMO 안테나의 치

Fig. 15 Mounted position of the conventional MIMO　

antenna and SAM phantom 

그림 15는 기존의 MIMO 안테나의 SAR 값을 측정하기 

해 인체 팬텀에 부착한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나의 SAR 값과 기존의 안테나가 갖는 SAR 값을 비교

하기 한 실험으로서 모의실험 조건은 앞서 시행한 제안하

는 안테나의 SAR 측정 모의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

다. 기존의 안테나 역시 인체 두부와 10mm 이격거리를 

두고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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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0.25 W 입력 력시 기존의 MIMO 안테나의 1g 평

균 SAR

Fig. 16 1g averaged SAR caused by conventional MIMO 

antenna

기존의 MIMO 안테나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모의실험 

한 결과 입력 력 0.25W에서 평균 1g, 10g SAR 값이 

2.47W/Kg, 1.22W/Kg으로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계단형 구

조의 MIMO 안테나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 다. 

결론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단형 MIMO 안테나의 

경우 모바일 기기용 안테나로 사용하기 합한 것으로 사료

된다.  

표   4  실험된 평균 SAR 결과 비교

Table 4 Comparisons of simulated averaged SAR

1 g

[W/Kg]

10 g

[W/Kg]

제안된 MIMO 

안테나
1.37 0.6

기존의 MIMO 

안테나
2.47 1.2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역 특성을 한 구조로서 계단형 구조

가 용된 방사체의 두께가 진 으로 두꺼워지는 형태의 

안테나를 설계하 으며, 격리도 특성의 개선을 한 평면형 

버섯구조 형태의 결합제거구조가 삽입된 소형 역 

MIMO 안테나를 제안하 다. 결합제거구조를 통해 류의 

유기를 방지하여 두 안테나 간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면서

도 격리도 특성은 15dB에서 22dB로 약 7dB 향상시켰다. 방

사패턴 한 방향 특성을 띄며 그때의 이득  효율은 각

각 4.3dB, 93%로 기 설정했던 목표 설계치를 모두 뛰어넘

는 계단형 구조의 MIMO 안테나를 설계하 다.

한 인체조직과 유사한 기정수를 갖는 인체 팬텀을 사

용하여 SAR ( 자  흡수율)을 모의실험 하 고, 1g 평균 

SAR 값이 1.37W/Kg으로 SAR 국제 규격에 합한 수치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한 기존의 안테나가 갖는 SAR 값

과 비교한 결과 약 50% 감소된 SAR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결과로 미루어보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

나가 모바일 기기용 안테나로 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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