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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변형된 Monopole 안테나에 의한 GSM 900, 1800, 1900 3중 대역 BAR TYPE 형 휴대폰

내장형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 하였다. 본 논문은 실제 상용화된 휴대 단말기의 내장형 안테나를 Monopole

타입으로 설계하여 현재 상용 중인 안테나에 부합하는 특징을 가지도록 하였다. 설계된 안테나를 제작 측정

한 결과 기존의 안테나 보다 약 5.51% 1.39dB 특성이 개선되었다.

1. 서론

최근의 휴대 단말기용 안테나는 외장형 안테나에서

단말기에 내장되는 인테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는 휴대 단말기가 소형화, 다기능 고성능화가 요구되

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인테나는 소형화가 요

구되는데, 인테나의 소형화는 이득과 방사효율을 낮

추게 되고, 대역폭도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테나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또한 수신부의 수신감도 성능향상에 따라 내

장형이 갖는 안테나특성 열화가 대처되고 있다.

인테나의 이득 및 방사 특성은 외장형인 헤리컬 스

텁이나 1/4 파장 리트렉트블에 비해 크게 뒤떨어 졌

으나 그간의 방사효율 증대에 대한 연구는 일부 외

장형보다 양호한 특성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

서 외형적으로는 더욱 소형화 및 슬림화되고 내부적

으로는 한 단말기로 세계 어디서든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멀티시스템화로 되어가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디지털 방식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이나 미국의

CDMA(Code divison Multiple Access)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중 밴드 폰이 상용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GSM 방식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채택 현재까지 가장 많은 가입자

를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변형된 Monopole 안테나 설계에 관한 연

구이다. GSM 900, 1800, 1900 3중 대역특성을 만족

하는 안테나를 설계한다. 설계는 bear board가 아닌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용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안테나의 다중대역 특성, 소형화, 고 이득 등의

성능 개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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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테나 설계

그림1은 GSM 900, 1800, 1900 대역을 사용하는 A

사 휴대폰의 기존 안테나 Model과 본 연구에서 새로

제작한 설계 안테나 Model 이 되겠다. 이 안테나의

종류는 Monopole 안테나로서 급전은 기판 안쪽에서

급전이 되고 있다.

< 기존 Model > < 설계 Model >

그림1. 안테나

      

< GSM 900 > < GSM 1800/1900 >

그림2. 전류 밀도 특성

          

본 연구에 적용된 휴대폰은 BAR Type폰이 되겠

다.. 안테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시뮬레이

션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툴은 Ansoft사

HFSS v10이다. 시뮬레이션은 먼저 휴대폰 Model을

그리는데 Model의 모든 부품까지 그려서 고려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안테나의  특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인 기판 접지, LCD접지, 밧데리, FPCB를

그려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2는 설계모델의 주파수대역별 전류 밀도 특성

이 되겠다. GSM 900 대역의 최대전류는 300A/m 이

고 GSM 1800/1900 대역의 최대전류는 600A/m 가

되겠다.

3. 제작 및 측정

그림 3. 설계 Model 안테나

< 기존 Model > < 설계 Model >

그림 4. Network Analyzer 측정치 비교

< 기존 Model > < 설계 Model >

[ GSM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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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Model > < 설계 Model >

[ GSM 1800/1900 ]

그림5. 3-D방사패턴 비교

그림6. 안테나 효율 비교

시뮬레이션 값을 토대로 안테나를 제작 하게 되었

다. 그림3은 제작한 안테나 가 되겠다. 제작한 안테

나 Model을 Network Analyzer (E5062A)를 이용

과 VSWR을 측정하였다. 그림 4는 Network

Analyzer 측정치 가 되겠다. 기존 Model과 비교해

보면 설계 Model이 이득과 대역 면에서 우수 한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 는 3-D방사패턴 을 나타

낸 것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림6 은 안테나 효율

비교 값이 되겠다. 기존 Model 보다 설계 Model 의

평균값이 약6% 증가하게 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3중대역 휴대 단말기용 내장형 안

테나를 변형된 Monopole 안테나를 이용하여 설계 및

제작하였다. 개발한 Monopole 안테나는 평균 이득이

-9.38 ∼ 4.96dBi 이고 효율은 31.88%∼ 11.54% 가

측정되었다. 이는 기존 안테나 보다 약 1.49dB

5.51% 향상되어 개발 안테나의 우수함을 입증하였

다. 본 연구는 향후 다양한 Bar Type 휴대 단말기

내장형 안테나 설계에 응용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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