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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는 WCDMA와 GSM를 함께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운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 화물 안 수송에 사용되는 컨테이  이동통신 

안테나로 활용하여 물류시스템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역 원편  특성을 나타내는 

WCDMA/GSM 듀얼 주 수 지원 가능한 안테나를 설계  제작하 다. 설계된 안테나는 

WCDMA(1920~2170MHz), GSM(824~960MHz)에 동작되며 VSWR 3:1에서 리턴로스가 -10dB이하로 

나왔으며 이득이 27dB이 나왔다. 제작된 안테나는 실제 러시아 물류 환경에 용함으로써 

WCDMA/GSM 신호가 국가 간 이동에도 정상 으로 수신됨을 검증하 다.

ABSTRACT

In recent years, logistics tracking Device using GSM & WCDMA to improve 

logistics efficiency are being extensively research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erformance development antenna usable cargo container security 

transport. Antenna developed by study were optimized to match logistics environment 

apply to GSM & WCDMA dual frequency for monitering system. The measure of 

antenna have confirmation VSWR is 3:1 measured in return loss -10dB. Reliability of 

this antenna has been verified about GSM & WCDMA through test-opera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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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론

  본 연구에서 컨테이너 보안 장치에서 위치 
수신 안테나로 사용되는 GSM/WCDMA용 이

중대역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도면은 
시뮬레이션 도면을 이용하여 안테나 패턴과 
최적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설계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제작한 WCDMA/GSM 통합 안테나



물류트랙킹 장비에 활용되는 WCDMA/GSM 이중 대역 안테나 설계 및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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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 결과는 그림 1.과 같으며 제작된 안
테나를 네트워크 아날라이저 장비로 측정하
여 50Ω 매칭에 가깝도록 조정하고 반사계수
가 목표하고자 하는 중심주파수에서 -10dB
이하로 떨어트려 그림.2과 같이 실험 결과를 
갖게 하였다. 또한 제작된 안테나의 이득은 
27dB과 VSWR이 1.0577로 나왔다. 

그림 1. 컨테이  보안 메인 보드와 연결 모습

그림 2. 반사계수 측정 결과

Ⅱ. 결론

  본 과제는 러시아 TSR운송 컨테이너의 실
시간 추적에 장치에 활용하는 안테나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러시아 지역 80% 이상이 
GSM기반 이동통신 서비스와 20% 정도의 
WCDMA 통신 기반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에
서의 효율적인 정보 전송을 위해서는 
WCDMA와 GSM를 이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국간 러
시아와 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GSM/WCDMA 이동통신 지원이 가능한 이중
대역 안테나 설계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구하는 러시아 TSR에서의 안정적인 정보 
전달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안테나를 설계하였으며 제작된 안테나는  러
시아와 한국과의 물류 수송에 적용되어 성공
적인 수행할 수 있음을 본 시험을 통해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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