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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 안테나와 안테나를 위한 가변매칭 시스템 
성 영 제

경기대학교

Ⅰ. 서  론

안테나는 무선통신과 레이다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

품 중 하나이다[1]. 지난 50년 동안 무선통신과 레이다 시스
템을 위한 다양한 안테나들(피파, 루프, 모노폴, 다이폴, 마
이크로스트립, 슬롯, 혼, 렌즈 안테나 등등)이 개발되어 왔
다[2]. 새로운 시스템이 출현하면 안테나 엔지니어는 이론적
인 지식과 설계 가이드를 바탕으로 기본 안테나 구조를 이

에맞게변형시켜새로운구조를창출하기도하는데, 때론이
러한 과정에서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그 중 하
나가 재구성 안테나이다. 일반적으로 안테나의 특성은 고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안테나를 최적화하여도 전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경우가 있고, 이 때 재
구성 기술을 갖는 안테나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3],[4].

IEEE Antennas and Propagation Society에서는 안테나와 전
파전파 분야에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

해 IEEE Standard 안테나 용어집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 재구성 안테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5].

∙ Reconfigurable antenna: An antenna capable of changing it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resonant frequency, radiation 
pattern, polarization, etc.) by mechanically or electrically 
changing its architecture.

IEEE에서제공하는논문검색사이트인 IEEE Xplore Digital 
Library(http://ieeexplore.ieee.org)에서 재구성 안테나의 영문

표기인 ‘Reconfigurable Antenna’로 검색했을 경우, Journals & 
Magazines 기준으로 현재까지 1,229편의 논문이 게재 혹은
게재 예정임을 알 수 있다. 재구성 안테나 관련 논문이 1990
년까지는 5편, 1999년까지는 총 32편 밖에 출간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재구성 안테나의 기술적 진보가 최근 15년간에 집
중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 재구성 안테나의 기술적인 분류

논문에서 ‘재구성 안테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1979년 E. W. Matthews이다[6]. 이 논문에서는 스위치
를조절하여여러개의전송선로중에서원하는위상값을갖

는 전송선로를 선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테나의 빔(beam)
을 6개 방향으로 조절하여 위성의 통신 가능 영역을 확장
하였다. 90년대 출간된 논문은 위와 동일하게 위성 안테나
의 빔을 조절하는 연구에 관한 것이었다[7]～[10]. 즉, 재구성
기술은 빔 패턴을 조절하는 위성용 안테나에 국한되어 적용

되었다. 빔 조절 재구성 안테나는 최근 MIMO 시스템을 포
함한 5G 통신 서비스와 맞물려 다시 한 번 각광을 받고 있
다[11],[12].

20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된 재구성 안테나에 대한 연구
는 대체로 편파변환이 가능한 재구성 안테나에 집중되었다. 
오른손원형편파(Right-handed Circular Polarization: RCHP)와
왼손원형편파(Left-handed Circular Polarization: LCHP) 사이
의 편파변환 재구성 안테나[13]～[15], 원형편파(circular polari- 
zation)과 선형편파(linear polarization)사이의 편파변환 재구
성 안테나[16],[17]에 관한 연구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로 수직인 선형편파사이의 편파변환 재구성 안테
나[18],[19]는 언급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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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cosecond 5885 series

(b) 등가회로

[그림 2] 바이어스 티

주파수가 조절되는 재구성 안테나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가장접근성이좋은장점이있다. 안테나의공진주파수는 전
기적인 길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스위치를 통한

길이 조절만으로도 그 효과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주파수 재구성 안테나는 다른 말로 튜너블 안테나
(Tunable antenna)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튜너
블 안테나를 재구성 안테나의 범주에 넣는 것이 맞지 않다

고 생각하기도 한다.
본 전자파기술지에서는 이미 2007년[20]과 2009년[21] 두 차

례에 걸쳐 재구성 안테나와 관련한 기술동향이 소개되었던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재구성
안테나에 대하여 답습을 하기 보다는 최근에 중요시 되고

있는 재구성 안테나를 위한 바이어스 회로 혹은 스위치 소

자에 대한 연구들을 2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휴대폰에서 지원하는 통신 서비스는 700 MHz 대역

의 LTE, 800 MHz 대역의 GSM 등을 포함하여 최소 5중 대
역을 지원한다. 반면에, 휴대폰 단말기의 소형화로 안테나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튜너블 안테나는 물리적인 공
간이 부족한 통신 시스템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휴대폰
에서 재구성 기술을 적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
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방사체에 납땜된 소자가 단
말기 낙하시 그 충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휴대
폰 단말기용 안테나는 그 크기가 매우 작고, 주변에 다양한
부품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테나 성능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

인데, 안테나 주변에 바이어스 라인까지 추가될 경우, 그 현
상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
폰 제조사들은 튜너블 안테나 대신 안테나를 위한 가변매

칭 시스템 기술을 도입하였다. 가변매칭 시스템은 안테나
앞 단에 존재하는 안테나 매칭단의 일부 소자 값을 전기적

으로 조절하여 안테나의 공진주파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
에 대한 내용이 3장에서 소개될 것이다.

Ⅱ. 재구성 안테나 설계 및 측정시 중요 고려사항

2-1 재구성 안테나의 측정 환경

재구성 안테나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사특성의 측정이다. 다이오드가 적절히 동작하기 위해서

는 전압 인가를 위해 전력공급기(power supply)가 필요하고, 
바이어스 회로와 전력공급기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선이

추가된다. 안테나의 방사특성을측정할때 무반사실(anechoic 
chamber) 내부에 전력공급기가 위치하게 되면 안테나 특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방사패턴 측정을 위해 안테나
가 360° 회전시 선이 엉키거나, 이 선들로 인해 방사패턴이
왜곡되어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많은 재구성안테나 관련 논문들에서는 바

이어스-티(Bias-Tee)를 사용하여 안테나 방사특성을 확인하
기도 한다. [그림 2(a)]는 Picosecond사의 5585 series 바이어
스-티로 0.3 GHz에서 2.8 GHz까지 삽입손실과 반사손실이
각각 1 dB 이내, 10 dB 이상의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2(b)]
는 바이어스-티의 기본적인 회로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어스-티는 기본적으로 DC와 AC
를 합쳐주는 역할을 한다. 회로도에서 DC 블록은 AC만 통
과시키며, 인덕터는 AC 신호를 차단하고 DC 전압만 통과시
켜 주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위와 같이 무반사실 밖에 네트워크 분석기(network 

analyzer) 앞단에서 바이어스 전압을 가하여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피하기도 한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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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구성 안테나의 방사패턴 측정 셋업

(a) On-state

(b) Off-state

[그림 4] 다이오드 특성의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23]

크 분석기를 통하여 AC 신호가 인가되며, 전력공급기를 통
하여 DC 전압을 인가하게 된다. 이렇게 합쳐진 신호는 바이
어스-티를 거쳐서 무반사실로 들어가게 된다.

2-2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다이오드 소자 설정

재구성 안테나를 설계할 경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상에서 다이오드와 같은 스위치 소자

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이오드를 등가화하여
집중소자로 설정을 하게 된다. 다행히도 우리가 자주 사용
하는 PIN 다이오드 혹은 바렉터 다이오드의 경우, 이미 기
본적인 등가회로가 잘 알려져 있고[22], 이는 보통 제조업자
가 제공하는 데이터시트에 제시되어 있다. 다만, 외부에서
인가된 바이어스 전압 혹은 동작주파수에 따라 다이오드를

대변하는 등가회로 각각의 소자 값이 바뀌게 되는데, 이는
다이오드의 고유의 성질이고,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에서 인가
되는 전압에서 맞게 다이오드의 특성을 시뮬레이션상에서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 해결책 중에 하나로 [그림 4]와 같이 측정결과를 기반

으로 시뮬레이션상에서 다이오드의 등가소자 값을 조절해

가면서 그 값을 예측하게 된다. 좀 더 정확한 일치를 위해
위상 결과까지 시뮬레이션과 측정을 비교하였다. 측정할
때 바이어스 전압은 21 V였고, 다이오드는 on-state가 된다. 
이 때, 전달손실(transmission loss)이 2.2 GHz에서 2.6 GHz까
지 —0.5 dB 이하였다. 위상지연이 2.4 GHz에서 거의 0°로
매우 잘 일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4 GHz에서 다이

오드는 등가적으로 2.1 Ω로 놓을 수 있다.
[그림 4(b)]는 off state일 때 시뮬레이션과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2.4 GHz에서 전달영점(transmission zero)이
형성되도록 1.7 V의 전압이 인가되었다. 측정된 S11과 S21

은 —0.63 dB와 —23.3 dB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잘 일치하
였고, 스미스차트상에서의 위상 궤적도 잘 일치하였다. 이
때, 다이오드는 등가적으로는 20 fF이다.

2-3 바이어스 회로의 영향

대부분의 재구성 안테나 논문에서는 제안한 구조를 위한

최적화된 바이어스 회로를 제시할 뿐, 바이어스 회로의 위
치, 길이 변화에 따른 안테나 특성의 영향은 거의 다루지 않
고 있다. 최근 들어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논문을 통
해 바이어스 회로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림 5]는 주파수와 빔 패턴 조절이 동시에 가능한 재구
성 안테나이다[24]. 이 구조에서는 총 4개의 PIN 다이오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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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파수와 빔 패턴 조절이 가능한 재구성 안테나[24] (a) 다양한 바이어스 라인의 위치

(b) 그에 따른 안테나 반사계수의 특성

[그림 6] 바이어스라인의위치에따른안테나반사계수의특성

(a) 다양한 바이어스 라인의 위치

(b) 그에 따른 안테나 반사계수의 특성

[그림 7] 바이어스 라인의 위치와 다이오드의 On/Off에 따른
안테나 반사계수의 특성

사용되었는데, S1,Left와 S1,Right는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조절하

는 역할을 한다. S1,Left만 on-state일 때 방사패턴은 왼쪽으로
향하고, S1,Right만 on-state일 때 방사패턴은 오른쪽으로 향하
게 된다. S2,Left 와 S2,Right는 V자 형태의 안테나 길이를 조절
하여 주파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6(a)]는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바이어스 라인을 나
타내고 있다. 이 때, 시뮬레이션상에서는 S1, Right만 고려하였

다. 세 위치에 대해 서로 다른 바이어스 라인은 직선 부분과
기울어진 부분으로 구성된다. 직선 부분은 22.2 mm의 고정
길이를 가지나, 기울어진 부분은 각각의 위치에 대해 다른
길이를 가진다. 각 바이어스 라인의 폭은 0.2 mm이다. 이러
한 폭은 바이어스 라인을 통한 표면 전류의 흐름을 감소시

킨다. 각기 다른 바이어스 라인의 위치에 따른 안테나의 반
사계수 특성이 [그림 6(b)]에 제시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이어스의 길이

가 늘어남에 따라 안테나의 공진주파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바이어스가 없을 경우, 
안테나의 공진주파수와 일치시키는 position 2를 선택하였
다. 이 바이어스 라인은 S1,Left와 S1,Right에 위치한 다이오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7(a)]는 앞의 구조에서 나머지 2개의 다이오드(S2,Left 

및 S1,Right)와 이를 위한 바이어스 라인(BL2 및 BL4)을 추가
한 구조이다. [그림 7(b)]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3.52 GHz는
안테나 자체의 공진주파수를 의미한다. 이 때, 2개의 다이오
드(S1,Left 및 S2,Left)를 추가함에 따라 공진주파수가 3.4 GHz
로 내려가게 된다. 이러한 감소는 off 상태에 있는 새롭게
추가된 두 개의 다이오드의 RLC 효과 때문이다. 아울러, 바
이어스 라인(BL2 및 BL4)의 추가로 안테나 공진주파수가
f = 3.26 GHz로 낮아지게 된다. 추가된 두 개의 PIN 다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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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이어스 라인의 길이

(b) 그에 따른 안테나 반사계수의 특성[25]

[그림 8] 바이어스라인의길이에따른안테나반사계수의특성 [그림 9]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휴대폰 단말기

드를 활성화하면 안테나가 f = 3.26 GHz에서 f = 2.96 GHz까
지 주파수를 튜닝할 수 있다.

4개의 바이어스 라인은 [그림 7(a)]에서 원으로 표시된

5.6 nH RF 초크에 의해 종단된다. 4개의 RF 초크는 RF 신호
가 DC 전선을 통해 흐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DC 전선이 다
양한 작동 모드에서 안테나의 방사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두 개의 왼쪽 또는 오른쪽 PIN 다이오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놓여지게 된다. 좌측의 경우, PIN 다
이오드 S1,Left의 양극(anode)은 바이어스 티로부터 직류 전
류가 공급되는 라인에 연결한다. 이 PIN 다이오드의 음극
(cathod)은 바이어스 라인 1(BL1)에 연결한다. S1,Left가 활성

화 될 때 S2,Left에 전류를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S2,Left는

S1,Left과 반대로 연결한다.
바이어스 라인의 길이에 따른 안테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림 8(a)]에서 바이어스 라인
의 총 길이는 45 mm이고, 바이어스 라인의 폭은 대략 1 mm
이다. 서로 다른 길이의 바이어스 라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

과가 [그림 8(b)]에 제시되었다. 바이어스 라인이 패치 안테
나의 슬롯에 배치되면 특히 d = 45 mm일 때 S11이 크게 변

경된다. 이 효과는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측정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의 길이가 약 0.4 λ(λ
는 2.6 GHz의 자유 공간에서의 파장) 라는 것이다. 이 때, 바
이어스 라인의 강한 공진을 야기하고, E-형 패치와 바이어
스 라인 사이의 커플링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바이어스
라인의 공진은 임피던스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
서 바이어스 라인을 가능하면 짧게 할 때 공진이 약화되어

최소한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바이어
스의 길이가 25 mm 이하인 경우, 이로 인해 안테나에 주는
영향이 거의 미비함을 알 수 있다.

Ⅲ. 휴대폰용 안테나를 위한 가변매칭 시스템

3-1 인체 영향

[그림 9]는 일상생활에서 사용자가 휴대용 단말기를 사
용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손에 쥐고 통화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얼굴과 어깨와 같은 신체를
이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어폰을 꽂은 채 사용할
수도 있다. 통화를 하지 않을 때는 가방이나 바지의 뒷주머
니와 같은 소지품 보관하는 곳에 넣어둘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안테나 임피던스 특성은 지속적으로 영

향을 받게 된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손 영향으로 인해 880 MHz에서

VSWR이 3.31에서 5.57로, 960 MHz에서 3.89에서 5.77로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휴대폰을 손으로
움켜짐에 따라 안테나의 공진주파수가 920 MHz에서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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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Channel(CH)
Free space(자유공간) Hand phantom(손모형) Bust phantom(상반신 모형)

TIS TRP TIS TRP TIS TRP

GSM
975 105.92 27.91 102.26(—3.66) 23.45(—4.46) 93.71(—12.21) 18.89(—9.02)
31 106.56 29.45 102.15(—4.41) 25.28(—4.17) 94.68(—11.88) 17.26(—12.19)
124 105.04 29.03 101.32(—3.72) 25.24(—3.79) 93.77(—11.27) 16.49(—12.54)

DCS
577 107.64 27.47 106.66(—0.98) 25.09(—2.38) 99.59(—8.05) 21.02(—6.45)
698 107.90 27.59 106.65(—1.25) 25.97(—1.62) 99.79(—8.11) 20.66(—6.93)
808 107.72 27.87 105.69(—2.03) 26.37(—1.50) 98.49(—9.23) 20.48(—7.39)

<표 1> 다양한 인체영향을 고려한 단말기의 성능의 비교 [단위: dBm]

  

[그림 10] 인체 영향으로 인한 안테나 매칭의 특성 변화

MHz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고주파대역을 살펴보면
1,710 MHz에서 VSWR이 2.06에서 2.8, 1.6에서 2.45, 1.8에서
3.75로 증가하나, 그 증가량이 저주파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다소 적었다. 이를 통해 고주파는 상대적으로 손영향으
로 인한 매칭의 변화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합(mismatch)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는 다음과 같다.
∙ Higher Talk Currents: PA 효율(efficiency)은 load-Z에 상
당히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Z-부정합이 발생하
게 되면 PA는 평소보다 더 많은 전류를 끌어다 쓰게
되고, 이는 배터리 소모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된다.

∙ Instability Under Radiation: PA 앞단에서 발생하는 Z-부
정합은 RF 전력이 다른 회로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다. 이로 인해서 ‘Phase Error’와 같은
송신단 성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결과로 약

전계 부근에서는 통화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Acoustic Noise issue: 안테나 부정합으로 인해 송신단
체인에 발생하는 전류가 증가하여 audible noise가 발생
하게 되는데, 통화 중 사용자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Buzz noise’라고 불리운다. 약전계로 갈수록 이러
한 현상은 심해진다.
∙Poor Radiation Performance: Z-부정합은 안테나 효율을
떨어뜨려서 신호의 방사를 저해한다. 이에 따라, 고유
의 안테나 성능(즉, free space 조건에서의 안테나 성능)
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다.

<표 1>은 휴대폰 단말기 자체의 TIS/TRP 성능, 손 영향을
고려한 TIS/TRP 성능, 끝으로 상반신 영향을 고려한 TIS/ 
TRP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표 1>에서 TIS는 Total Isotropic 
Sensitivity의 약자로 휴대폰 단말기의 수신단 성능을, TRP는
Total Radiated Power의 약자로 휴대폰 단말기의 송신단 성
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표에서 괄호로 표현한
수치가 인체 영향으로 인한 성능 감소 정도를 의미한다.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손보다는 상반신의 영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손보다는 상반신의 인체 영역이 훨씬 넓기 때
문이다. 또한, 인체의 영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주파
대역보다 저주파대역에서의 영향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3-2 MEMS 구조를 이용한 가변매칭 시스템

[그림 11]은 MEMS 구조를 이용한 가변매칭 시스템을 칩
으로 구현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CMOS layer에 MEMS를 컨
트롤하기 위한 회로들이 구현되고, LTCC layer에는 나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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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에서 바라본 모습 (b)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 (c) 3D 형상도

[그림 11] MEMS 구조를 이용한 가변매칭 시스템 구조

(a) (b)

(c) (d)

[그림 13] 가변매칭 시스템의 사용 전후를 비교한 안테나의 특성 변화

[그림 12] 토폴로지(topology)의 한 예

(sprial) 구조를 사용하여 인덕터 값을 구현하였다. [그림 12]
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토폴로지 중 하나

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5개의 캐패시터의 범위는 MEMS의
개수와 연관이 있으므로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캐패시터의 가변 범위가 넓을수록 더 넓은 범위의 임피던스

를 정합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해 MEMS가 더 필요하게 되
어 결국 칩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13]은 가변매칭 시스템을 사용 전후를 비교한 안테
나의 특성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a)와 (b)는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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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BST 구조를 활용한 가변 캐패시터의 기본 동작원리

[그림 15] BST 기반의 가변 칩을 휴대폰 구조에 적용한 모습 [그림 16] BST 칩을 사용하여 개선된 안테나의 매칭 특성

파대역에서, [그림 13] (c)와 (d)는 고주파대역에서의 측정
결과이다. 그림에서 표현된 반사손실의 값이 작을수록 반사
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즉, 안테나의 특성이 좋지 않음을 의
미한다. 측정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안테나의 부정합
이 심할수록 가변매칭 시스템의 효과는 더 강해짐을 알 수

있다.

3-3 BST 구조를 이용한 가변매칭 시스템

[그림 14]는 BST 기반의 가변 캐패시터가 동작하는 기본
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BST 재질을 사용하여 가변 캐
패시터 특성을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입력 전압에 따라 등가
캐패시턴스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물질은 물
성 조합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므로 업체의 노하우가 담

겨 있고, 이러한 조합은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기존 BST 
재질을 사용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었던 누설전류(leakage 
current)를 줄이고, Q값 특성을 향상시키며, 제품간의 성능
차이를줄였다. [그림 15]는 BST 기반의가변칩의성능검증
을 위해 실제 휴대폰에 간이적으로 이를 적용한 모습이다.

[그림 16]은 BST 가변 캐패시터를 매칭단에 적용하여 기
존 안테나의 매칭 성능과 비교한 측정 결과이다. 그림에서

파란색은 기존 안테나의 매칭 특성을, 빨간색은 개선된 후
의 안테나의 매칭 특성을 나타낸다. 측정 결과에서도 나타
났듯이 기존 매칭 특성이 좋은 경우, 가변 캐패시터에 의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반면에, 기존 안테나의 매칭 특
성이 나쁠 경우, 그 개선 효과가 확연하다.

3-4 가변매칭 시스템

BST(Barium Strontium Titanate)는 가변 물질(agile material)
을기반으로한 Paratek 회사의기술이단연앞서있다. MEMS
는 반도체 공정기반의 MEMS와 CMOS가 결합된기술을 가
지고 있는 Wispry가, CMOS FET 스위치와 불연속 캐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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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e capacitor)가 결합된 hybrid switch는 Peregrine Semi- 
conductor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비교대상으로 포함된 가변
다이오드(varactor diode)는 다양한 회사에 제품을 가지고 있
고, 다른 RF 스위치에 비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삽입손실은 4개의 기술이 모두 1 dB보다 작아 좋은 특성

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MEMS와 BST는 Q값이 150정
도로 그 특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Maximum RF 
Power는 BST가 40 dBm으로 가장 좋았으며, MEMS와 Hybird 
Switch가 35 dBm 이상으로 비슷하였다. Linearity(선형성)는
MEMS와 BST가 IP3가 각각 80 dBm와 78 dBm 이상으로 좋
은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Hybrid switch는 70 dBm이었다. 튜
닝 범위영역(tuning range)은 가변 다이오드가 Cmax:Cmin
의 비율이 최대 20:1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하며, 
MEMS가 10:1, BST와 Hybird switch가 대략 7:1정도의 특성
을 나타내었다. 스위치 반응속도는 전체적으로 모두 우수하
나, Hybird Switch가 가장 우수하다. 각 기술을 통해 구현된
제품의 예상 크기는 BST와 MEMS가 대략 5×5×2 mm로 대
략 비슷하며, Hybrid switch가 4.3×2.7 mm로 상당히 작은 편
이다. 하지만, 제품의 크기는 해당 업체에서 제시된 크기로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며, 크기는 제품의 성능과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 있음을 염두해야만 할 것이다.
캐패시터의 가변값을 조절하는 것은 가변 다이오드가

가장 손쉽고, Hybird switch 또한 가변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캐패시터값을 변경하기 위해 바이어스 전압
을 사용하는데, 이 전압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
다. MEMS나 BST는 60 V 이상의매우높은전압을요구하기 
때문에캐패시터 가변이 상대적으로어렵고, 특히 모바일 단
말기와 같이 정격전압이 3.7 V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충
전펌프(charge pump)와 같은 별도의 부품을 추가로 요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소비전류는 4개의 기술 모두초기에 비
해 많이 개선된 상태이며, Hybird switch가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가변 다이오드는 단품 기준으로는 소비전류 특
성이 나쁘진 않으나, 통상 가변매칭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에는 다수의 가변 다이오드가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RF 잡음은 MEMS와 Hybrid switch
는 좋은 특성을 나타내나, 상대적은 BST는 high voltage con- 
tinuous capacitor control로 인해 잡음에 약한 경향을 보였다.

Ⅳ. 결  론

휴대폰 안테나의 크기는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 % 이
상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테나의 동작대역이나 이득
과 같은 전기적인 성능은 좋아졌다. 이러한 진화는 안테나
구조에 사용되는 금속 혹은 유전체와 같은 물질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성장과 안테나 설계 기법의 향상을 통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와 같은 향상 속도가 지속된다면 좋겠지만 안
테나 엔지니어들의 생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이미 안테나
기술은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난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재구

성 안테나 설계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KT는 201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모바일

월드콩그레스)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2019년 시작하
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에 5G 네트워크를 시범 운영한 경험을 기반삼아 내년 3월
다양한 5G 서비스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
피 5G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빔포밍
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술이 재구성 안테나이다. 일부
제품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재구성 안테나 기술이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범용 기술로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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