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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LTE, WCDMA, US-PCS, WLAN의 여러 대역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한 3개의 폴디드 패치 형태의 

선로를 이용한 소형 안테나를 제안한다. 3개의 패치들로 부족한 대역폭을 넓히기 위하여 패치들의 폭에 변화를 주

어 S11<-6 dB(VSWR<3)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동일평면에 복사소자와 접지면을 

갖고 회로와 직접화가 용이한  CPW를 사용하였으며, 44.9 × 35×1 mm3의 크기로 FR4 기판을 가지고 설계 및 제작하

였다.  제작된 안테나는 동작대역에서 S11<-6 dB 특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측정된 복사패턴과 이득의 특성을 나타내

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compact antenna with three folded patches for use in a number of bands of  LTE, WCDMA, 
US-PCS, and WLAN at the same time is proposed. As the changes in widths of the 3 patches to widen the insufficient 
bandwidth are given, it is optimized  for S11< -6 dB(VSWR<3). The CPW with a number of advantages is used in the 
proposed antenna. The proposed antenna is designed and fabricated with FR4 substrate to the size of 44.9 ×  35 × 1 mm3. 
Fabricated antenna has within S11<-6 dB under operating bands. And measured characteristics of radiation patterns and 
gains are shown under operating bands.

키워드 : Monopole Antenna, CPW 안테나, 4G, Meander Line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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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 통신 기술은 음성통화만을 제공하던 1세대 서

비스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2세대와 3세대 및 4세대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방송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

송이 가능하도록 4G 이후로 진화중에 있다. 무선 데이

터 속도는 주파수 대역폭, 변조기법, 다중 안테나 사용 

등으로 과거 수 Mbps에서 수백 Mbps로 증가하였고, 
4G의 경우 고속 이동시 100 Mbps 이상, 정지 상태에서

는 1 Gbps 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채널당 40 MHz폭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데 동일대역에서 광대역의 주파수폭 확보가 어려

운 상황이어서 비연속된 기존의 여러 이동통신 주파수

를 묶어 연속된 광대역과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주

파수 집성기술의 개발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따라

서 세계적으로 광대역 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여러 주파수들을 사용하는 모바일 

단말기에서는 안테나를 소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

테나는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높은 Q값, 좁은 대역폭과 

더불어 초지향성을 갖는 경향이 있어 소형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소형화에 따른 협대역과 초지향적 경

향성을 극복하고 4세대 이동 통신을 위한 안테나를 설

계 및 제작하였다. 제안된 안테나의 수용 주파수는 표 1
에 나타내었다. PCB를 사용하여 두께를 줄이고 안테나 

길이를 4배 줄일 수 있는 1/4λ 모노폴 안테나를 채택하

였으며 기하학적 형태로는 폴디드와 스파이럴, 미앤더 

라인 등 여러 가지 중에 폴디드 라인과 미앤더 라인을 

이용하여 안테나 높이를 줄였다[3,4].
대역폭을 늘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선들의 폭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임

피던스 변화가 적은 CPW 급전 및 방사체로 다양한 통

신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5,6]. 

Table. 1 Assigned frequency band(UNIT : MHz)

Communication service Frequency band
LTE 905-960, 1745–1850

WCDMA 1922.8-2167.2
US-PCS 1850.2-1989.8
WLAN 2400-2483

Ⅱ. 시뮬레이션 및 제작

그림 1은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Geometry of proposed antenna

Table. 2 Parameters of  optimized antenna 

para
meter

value
[mm]

para
meter

value
[mm]

para
meter

value
[mm]

W0 2.7 W1, W4 0.6 W2 1.2
W3, W8 0.5 W5, W6 0.7 W7, W12 0.9

W9 2.7 W10 0.55 W11 1.4
W13 2.35 L0 3.95 L1 2.1
L2 15.3 L3 28.15 L4, L6 8.2
L5 25 L7 25.7 L8 12.8
L9 25.6 L10 29.5 L11 28.1
L12 5.75 L13 30.9 Gap0 0.8

Gap1 0.6 Gap2 0.3 Gap3 0.5
Gap4 0.5 Gap5 0.5

 

설계된 안테나의 크기는 44.9 × 35 mm²로 약 0.9λ₀ 
이다. 중앙의 미앤더 라인의 길이는 약 133.6 mm, 
Ground의 간격은 0.5 mm이다. 왼쪽과 오른쪽의 폴디드 

라인의 길이는 17.4 mm와 94.2 mm정도가 된다. PCB
의 두께는 1.0 mm이며, 비유전율은 4.26, 손실 탄젠트

는 0.019인 FR-4기판을 사용하였다. 
그림 2는 파라미터 Gap3의 변화에 따른 제안된 안테

나의 반사에 의한 손실을 보여주며 Gap3 증가에 따라 

첫 번째 band의 중심주파수는 높아지고 대역폭은 감소

되지만 두 번째 band 는 첫 번째 band 와 반대되는 경향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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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turn loss by variation of Gap3   

Fig. 3 Return loss by variation of Gap4

그림 3은 Gap4의 증가에 따른 반사 손실을  나타내

며 첫 번째 band의 대역폭은 큰 변화는 없지만 중심 주

파수가 높아지고, 반대로 두 번째 band의 중심주파수는 

큰 변화가 없으면 대역폭에 변화가 많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파라미터 Gap5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데 파라미터 Gap4 와 비슷한 경향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제안된 안테나의 표면 전류 분포를 나

타내고 있다. 안테나의 중심에 있는 미앤더 라인은 각

각의 주파수에서 전류 분포가 큰 것을 관찰할 수 있고 

945 MHz에서는 왼쪽에 있는 폴디드 패치보다 오른쪽

의 폴디드 패치에서 전류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반대로 2045 MHz와 2400 MHz에서는 오른쪽 폴

디드 패치보다 짧은 왼쪽 폴디드 패치에서 전류 분포

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Fig. 4 Return loss by variation of Gap5 

(a)

(b) 

(c)  

Fig. 5 Surface current distribution [simulation] : (a) f=945 
MHz (b) f=2045MHz  (c) 240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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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제안된 안테나의 모의실험된 복사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방향성에 가까운 복사 패턴을 관찰

할 수 있다.

    

(a)                 

                     

(b)

    

(c)                                         

Fig. 6 Radiation pattern [simulation] : (a) f=945 MHz 
(b) f=2045 MHz (c) 2400 MHz 
  

 

(a)                            (b)

Fig. 7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antenna

최적화된 설계변수를 사용하여 제안된 안테나를 제

작하고 실험하였다. 그림 7은 최적화된 설계변수를 가

지고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기술을 가지고 

노광, 현상 및 에칭과정을 거쳐서 제작한 안테나의 앞

면과 뒷면의 사진이다. 제작된 안테나는 안테나 분석기

(Antenna Analyzer, Anritsu S331D)를 이용하여 반사손

실을 측정하였다.

Ⅲ. 측정 및 분석

그림 8에서는 최적화된 안테나의 반사손실의 모의실

험과 실제 제작된 안테나의 측정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

주고 있다. 제안된 안테나의 반사손실의 측정결과는 모

의 실험의 결과와 차이가 있지만 전체패턴의 변화가 비

슷하고 S11<-6 dB(VSWR＜3)의 임피던스 대역폭에서 

LTE, WCDMA, US-PCS, WLAN의 주파수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통신용 단말기 안테나의 대역폭 

기준은 S11<-6 dB(VSWR＜3)를 많이 사용한다[7-10]. 
-6 dB의 반사손실 기준으로 시뮬레이션결과를 보면 

1차공진주파수 대역에서 336 MHz (802-1138 MHz)의 

대역폭을 만족하고, 2·3차 공진주파수 대역에서 1128 
MHz(1622-2750 MHz)의 광대역의 대역폭을 만족한다. 
또한 -6 dB의 반사손실 기준으로 측정결과를 보면 1차
공진주파수 대역에서 252 MHz(893-1145 MHz)의 대역

폭을 만족하고, 2·3차 공진주파수 대역에서 409 MHz 
(1759-2168 MHz)와 202 MHz(2258-2460 MHz)의 광

대역폭을 만족하며,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보면 시

뮬레이션 결과에 비해 대역폭이 줄어들고 반사손실값

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반사손실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RF의 특성상 미세

한 구조의 차이가 생겨도 특성이 변하는 점과 설계치를 

따르는 정확한 안테나의 제작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기판의 유전율의 차이와 시뮬레이션과 측정환경의 차

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은 제작한 안

테나의 측정된 복사패턴을 보여준 것이다. 측정은 

MTG사 전자파 무반사실(anechoic chamber)에서 이루

어 졌으며, 송신안테나로 표준 혼안테나(horn antenna)
를 사용하였다. 이동통신용 안테나는 안테나가 어디에 

있듯 수신이 가능해야 하므로 모노폴 안테나처럼 전방

향성에 가까운 복사패턴이 요구되는데 그림 9를 보면 3
면(x-z면, y-z면, x-y면)에서 전방향성에 가까운 복사패

턴을 나타내므로 이동통신용 안테나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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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asured return loss

Table. 3 Simulated and measured bandwidth(S11< -6dB)

Frequency band (UNIT : MHz)

Simulation 802-1138, 1622-2750

Measurement 893-1145, 1759-2168, 2258-2460

이득을 보면 0.945 GHz에서 평균이득은 –6.42 dBi
이고 최대이득은 –1.35 dBi이며, 2.045 GHz에서 평균

이득은 –3.90 dBi이고 최대이득은 2.01 dBi이며, 2.400 
GHz에서 평균이득은 –4.23 dBi이고 최대이득은 2.55 
dBi이다. 표 4에 측정된 이득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4 Measured average gains and peak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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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5 -6.42 -1.35

2.045 -3.90 2.01

2.400 -4.23 2.55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안테나는 폴디드 형태의 선로 3
개를 이용하여 VSWR<3인 임피던스 대역에서 이동 통

신용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LTE, WCDMA, US-PCS, 
WLAN를 수용할 수 있도록 모의 실험을 통해 최적화하

여 설계하고 FR4 기판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소형 

CPW 안테나의 크기는 44.9 × 35 × 1 mm3로써 평면형 

구조를 가진다. 

(a)

(b)

(c)

Fig. 9 Measured radiation pattern : (a) x-z plane (b) y-z 
plane (c) x-y plane

이는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용 안테나보다 소형이며, 
표 5에 나타나있다. 제작된 안테나를 측정한 결과는  -6 
dB의 반사손실 기준으로 1차공진주파수 대역에서 252 
MHz(893-1145 MHz)의 대역폭을 만족하고, 2·3차 공진

주파수 대역에서 409 MHz(1759-2168 MHz)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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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z(2258-2460 MHz)의 광대역폭을 만족한다. 또한 

이동통신용 단말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전방향성의 

복사패턴을 나타내었다. 

Table. 5 Size of antennas for mobile communications.

References Size (UNIT : mm3)
Proposed antenna 44.9 ×  35 × 1

[11] 64 ×  50 × 22
[12] 100 ×  35 ×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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