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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듀얼 밴드(UHF: 470-862 MHz, L: 1452-1492 MHz) DVB-H 안테나를 제작하였다. 제안
된 안테나는 입력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이용한 평판형 역 F 안테나(PIFA)로 구성되었다. 급전점에 구

성된 매칭 회로는 안테나의 광대역(UHF: 470-862 MHz: 63%) 동작특성을 만족시킨다. 제시된 안테나는

전방향적 방사특성을 가지며 상용 모바일(PMP)에 적용가능한 충분한 이득(최대이득: 1.70dBi)을 보인

다. 또한 안테나는 유전율(εr = 3.2)인 PMP 케이스에 부착되어 상용 모바일용으로 소형화 되었다. 

1. 서론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H)은 모바일 상에서 텔

레비전의 방송을 위한 새로운 표준이며, 2008년 EU

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최근에 휴대용 장치를

위한 모바일 TV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DVB-H가 사용될 예

정이다. DVB-H표준은UHF대역 IV,V (470-862MHz)

그리고 L band (1452-1492MHz)이다[1]. UHF 대역

의 1/4파장의 길이가 진공중에 약 90-160mm이기 때

문에 상용 모바일 장치에 사용하기에는 DVB-H 안

테나의 크기는 너무 크다. DVB-H 안테나의 충분한

안테나 이득이 470MHz에서 -10dBi, 702MHz에서

-7dBi이다[1]. 최근에 DVB-H 서비스를 위해 다양하

게 설계된 안테나 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다[2-10]. 참

고문헌[2-5]에서 제안된 DVB-H 안테나는 단지 폴

더 형태의 휴대폰 상에서만 동작된다. 또한 참고문헌

[6, 7]에서 제시한 모노폴 안테나는 방사체와 그라운

드 사이의 갭(gap)이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 매칭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

나 장비의 입력 임피던스와 안테나의 모양이 다양하

기 때문에 여러 휴대폰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파라스

틱 암(parasitic arm)을 포함한 소형의 안테나를 참

고문헌[8-9]에 소개하였다. 파라스틱 암(parasitic

arm)을 포함한 안테나 역시 기판에 포함된 회로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으로 참고문헌[10]에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안테나

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다이오드의 사용에

의한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DVB-H 동작 주파수 영역(UHF;

470-862MHz and L; 1452-1492MHz.)을 최적화 하고

PMP 면에 쉽게 부착하기 위해 광대역 평면형 역 F

형 안테나(BPIFA)를 제시하였다. 또한 광대역으로

동작하고 전류 흐름을 다양화하기 위해 넓은 면적을

포함한 PIFA 형태의 방사체를 사용하였고, 한 개의

인덕터와 두 개의 캐패시터로 구성된 매칭회로를 사

용하였다. 안테나는PMP(i-stationU43, Digital-Cube)

상에 설계, 제작, 측정되었다. 제안된 안테나는 유전

체로 사용되어진 PMP 케이스(εr=3.2)에 소형으로 부

착형 되었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다. 안테나의 방

사패턴은 전형적인 모노폴 안테나의 전방향적 특징

을 보인다. 제안된 안테나는 소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DVB-H 상용 모바일 제품에 충족하는 광대역

듀얼밴드 성능을 보인다.

2. 안테나 구성 및 설계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847 -

(a)

(b)

(c)

[그림 1] PMP 모형에 실장된 광대역 PIFA 구조; (a) 3D 모습;

(b) 세부적인 수치; (c) 매칭회로와 등가회로

그림1 (a)는 실제 케이스(PMP, i-station U43) 크기

와 유전율이 같은 PMP 모형에 실장된 DVB-H 안

테나의 3D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1 (b)는 안테나의

구체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그림 1(c)는 UHF 대역의

광대역을 위한 LC 매칭회로를 보여준다. PMP 모형

의 유전율은 (εr)은 3.2 이며, 전체적인 크기는

135×80×23 mm3이다. 그라운드 오른쪽 끝에는 PMP

모듈의 다른 회로 구성을 위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빈 공간의 전체 크기는 GL=35mm×GW=30mm 이다.

전형적인 모노폴 안테나에서 UHF 대역의 1/4파장의

길이가 진공중에 약 90-160mm이고 L-대역의 진공

중의 길이가 50-52mm이다. 제안된 안테나의 크기와

그라운드는 각각 L1=35.5mm, L2=50.5mm, W1=12

mm이다. 안테나의 기본적인 구조는 PIFA형태이고,

크기를 줄이고 최소화하기 위해 케이스에 부착하였

다. 안테나 방사체의 경우 케이스에 부착시키기 위해

[그림 2] 설계된 안테나의 모습

[그림 3] 손실계수 비교

구부렸다. 그리고 L 밴드 동작을 위해 방사체에 계

단형태의 슬롯을 구성하였고 슬롯의 크기는

L3=26mm, W2=5.5mm로 최적화 되었다. 안테나의 입

력 임피던스 매칭의 향상을 위한 쇼팅 길이는

SL1=12.5mm, SL2=8.5mm이다. 그러나 PIFA의 구조

상 넓은 UHF 대역을 쇼팅라인(SL)만으로 임피던스

매칭을 만족 시킬 수 없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동작을 위해 두 개의 캐시시터와 한 개의 인

덕터를 매칭 회로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는 UHF 대역의 넓은 주파수 범위를

향상시켰다. 또한 주파수 영역과 대역폭을 가변 할

수 있는 LC매칭 회로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그

림 1(c)에서는 최적화된 직력 인덕터(L) 4nH, 직렬

캐패시터(C1) 3pF이고, 병렬 캐패시터(C2) 0.5pF 임

을 보여준다. 안테나와 매칭 회로간의 연결 라인의

길이(SW)는 15mm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체와 그라

운드사이의 갭(gap)의 리액턴스는 갭(gap)의 변화에

의해 조절 되어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안테나의 크

기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의 소형화

를 위해 이 갭(gap)을 최적화 하였다. 그림 2는

PMP 모형에 실장된 안테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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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 측정된 방사 패턴 (a) 500; (b) 600; (c) 800; (d) 1450

MHz

3. 측정 결과

그림 3은 LC 매칭 없이 설계된 안테나의 시뮬레이

션 결과와 매칭회로를 포함하여 설계된 안테나의 측

정결과 사이의 비교를 보여준다. 두 개의 공진은

UHF 와 L 대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매칭회로를

포함한 안테나의 측정결과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

치하고, 안테나의 대역폭은 각각 VSWR 3:1에서 436

MHz(474-910MHz, 63%), 23MHz(1437-1460GHz,

1.6%) 그리고 VSWR 4:1에서 477MHz(468-945

MHz, 68%), 79MHz(1410-1489MHz, 5.5%)이다. 제

시한 안테나의 측정된 대역폭은 DVB-H 서비스 대

역을 만족한다. 그림 4(a), (b), (c), 그리고, (d)는

500, 600, 800, 1450MHz에서 PMP모형에 실장된 안

테나의 방사패턴의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x-y, x-z

평면상의 방사패턴은 전통적인 모노폴 안테나와 같

은 전방향적 특징을 보여준다. 측정된 최대 이득은

-0.22에서 3.45dBi 사이로 DVB-H 시스템의 이득 조

건(-10에서 -7dBi) [1]에 만족한다. 제안된 안테나가

PMP 모형상에 실장된 상태이지만 참고문헌[8](0에

서 1.5dBi)에서 빈 공간 PCB 상태에서의 안테나 보

다 더 높은 최대이득을 보여준다. 또한 참고문헌

[6](-3에서4dBi), 그리고 참고문헌[2](2.1에서 2.8dBi)

에 나타난 안테나 보다 각각 더 높은 이득을 보여준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의 이중대역 동작을 위한

PMP용 소형/부착형 DVB-H 안테나를 제시하였다.

매칭회로는 UHF대역의 대역폭을 향상시켰다. 측정

된 대역폭은 VSWR<3에서 436MHz(474-910MHz,

63%), 23MHz(1437-1460GHz, 1.6%) VSWR<4에서

477MHz(468-945MHz, 68%), 79MHz (1410-1489

MHz, 5.5%)이다. 이는 대부분 나라의 DVB-H 서비

스에 할당된 주파수를 만족한다. 최근에 대부분의 장

치들이 소형화되어 설계되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실

제 모형에 실장 되어진 안테나의 측정결과와 시뮬레

이션 결과는 빈 상태(bare case)보다 중요하고 실용

적이다.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는 쉽게 제작되고 다양

한 상용 모바일 케이스에 수정 가능하다. 측정된 결

과는 DVB-H의 주파수 영역과 이득조건을 만족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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