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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에 장착해서 사용가능한 이중대역(RFID(908.5-914), PCS) 소형 내

장형 RFID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안테나 디자인은 PIFA(Planar Inverted-F Antenna)이며 기존 안테나 아

래쪽에 접지와 연결된 패턴을 추가하여 결합성분을 유도하여 소형화 하였으며 표면 전류분포를 분산

시켜 SAR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안테나가 실제 제작 되고 측정되

었다.     

1. 서론

최근 21세기 첨단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를 앞

당기는 핵심기술로 전파식별(RFID)과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단초가 되는 핵심 기술

이다. 물리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기계, 동물, 사

람 등)에 붙이는 태그(Tag)에 고유한 정보를 입력하

고, 리더(Reader)를 통하여 이 정보를 읽고, 기존의

인공위성, 이동통신망, 인터넷 망과 연계하여 정보시

스템과 통합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

팅센서(Ubiquitous Computing Sensor)기술이 기업

경영, 공급 망 관리, 유통관리, 지식관리 등 거의 모

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

다. RFID기술은 약 20년 전에 처음 등장했으나, 지

금껏 널리 사용되지 못하다가, 지난 2000년부터 ISO

에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 새롭게 관심

을 끌고 있다. 상품이나 물류와 관련하여 기존에 널

리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 방식과 달리, RFID는 비

접촉 방식으로서 포장, 대상 표면의 재질, 환경변화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인식이 가능하다. 또 마

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바코드 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저장 할 수 있으므로, 물류 재고관리, 도난

방지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카드 등과

연계하여 사용하면 보안통제와 같은 더욱 다양한 분

야에 응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에 RFID기능

을 추가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품의 정보나 기타 필

요한 정보들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는 기술이 개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에

사용될 mobile RFID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내장형

안테나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안테나 설계 및 측정 결과

현재까지 개발된 내장형 안테나는 일반적인 역-F

형 안테나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1-4] 안테나의 크

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방사부의 끝을 접지면과 결합

성분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5,6]. 그림 1에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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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합구조의 안테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a)

는 주 방사부의 끝이 접지면과 결합성분을 가져서

방사부의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그림 1(b)

는 주 방사부가 접힌 접지면과 측면 결합구조를 가

지는 구조이다.

              

(a)

                   

(b)

그림 1. 종래의 기술 방식 안테나 구조

이러한 구조에서는 안테나의 소형화에 제한이 있고

내장형의 구조에서 소형기기에 장착되기 어려운 점

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주 방사부의 크기도

줄이면서 안테나의 크기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안테나의

구조가 나타 있다. 안테나의 주 방사부는 역-F형 구

조를 가지며 900 MHz대역의 공진은 ⊃형태의 방사

부에서 생기며 ⊃형태의 오른쪽 끝부분이 접지면과

결합구조를 가지므로 방사부의 전체 길이가 줄어드

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형 방사부의 가운데 짧은

방사부를 통해 1800MHz 대역의 공진이 형성된다.

그림 3에서 실제 제작되어 휴대폰에 장착된 안테나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에서는 안테나의 이중 공

진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주파수대역에서 충분

한 대역폭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

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안테나 아래쪽에 구부러진 형

태의 접지면이 있는 경우 150MHz 정도 낮은 주파

수에서 공진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 나타

난 기존 연구결과[5,6]에서 나타난 안테나의 소형화

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조가 70MHz정도 더

낮은 주파수에서 공진이 형성되었다. 그림 5에서는

안테나의 방사특성이 나타나 있다. 수평방향

(H-plane) 평균 이득이 약 -7dBi정도로 다소 떨어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안테나를 소형화 하면

서 방사특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며 특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안테나의 중요한 특징은 그림

6에 나타난 표면 전류 분포이다. 시뮬레이션에서 안

테나 아래쪽에 접지된 방사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안테나와 접지면 표면에 유기된 전류분포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테나에서 유기된 전

류가 인쇄회로 기판으로 유기되어 SAR이 높게 나

오는 문제를 안테나 아래에 접지된 방사부를 두어

전류 분포를 분산하는 효과로 해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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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안테나 구조

그림 3. 실제 제작된 안테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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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테나 Retur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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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테나의 방사특성(H-plane)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휴대용 통신기기에 사용가능한 소형

내장형 RFID 안테나가 소개되었고 안테나의 특성이

상용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안테나의 소형

화 보다 개선된 특성을 얻었으며 안테나의 SAR 특

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안테나의

제작 방법과 실제 실험결과를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형화와 SAR 개선 내용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a)

(b)

   

(c)

(d)

그림 6. 안테나 표면전류 분포 시뮬레이션
(a) 접지된 방사부 없는 경우 @900MHz 
(b) 접지된 방사부 있는 경우 @900MHz 

 (c) 접지된 방사부 없는 경우 @1800MHz 
 (d) 접지된 방사부 있는 경우 @18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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