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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형화를 위하여 나선형 구조를 갖는 CPW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나선형의 선로의 
폭은 일정하며 대역폭을 넗히기 위하여 세 개의 stub를 추가하였다. 세 개의 stub의 길이와 폭을 점진
적으로 변화시켜 최적화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CPW antenna with a spiral geometry for miniaturization. Widths of a spiral line 
are constant, and three stubs are added to broaden bandwidth. Proposed antenna is designed. Lengths and widths 

of three stubs are gradually changed and opt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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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음성통화만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최근
에 많이 사용되는 4세대에서는 WCDMA, DCS, 
WLAN, BLUETOOTH 등 이러한 통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넓은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하다. 그래
서 작은 크기를 갖는 모바일기기에 사용하기 위
해서는 안테나의 크기를 소형화 시켜야 하지만 
안테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방사패턴과 지향
성은  영향을 덜 받지만 방사저항과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따라 변하여 안테나에서 부하로 또는 
발진기에서 안테나로의 전력 전달이 어려워져 
높은 Q값을 가져 대역폭이 좁아진다[1][2].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중인 4세대 통신 
서비스 단말기의 사용중인 주파수인 WCDMA(19
22.8-2167.2 MHz), DCS(1710.2-1879.8 MHz), US-
PCS(1850.2-1989.8 MHz), WLAN(2400-2483 MHz), 
BLUETOOTH(2402-2480 MHz)와 LTE(824-884 M
Hz)를 수용할 수 있는 안테나를 연구 및 설계하
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PCB를 사용하였다. PCB
는 안테나 기능으로써의 협대역의 단점이 있지

만 부피가 작고 특정한 형태로 제작하기 쉽고 
대량 생산시에는 생산비가 적게 들어 안테나 엔
지니어들에게 인기가 있다. PCB의 사용으로 안
테나의 부피를 줄였으며 모노폴 1/4λ₀안테나를 
채택하였고, 기하학적 형태로는 폴디드와 스파이
럴, 미앤더 라인 등 여러 가지 중에 스파이럴 라
인을 이용하여 안테나 높이를 줄였다[2].
  대역폭을 늘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평면상에 급전 및 방사체
와 Ground가 같이 있는 CPW 급전 방식과 스파
이럴 라인에 스터브를 추가하여 다양한 통신 서
비스의 사용 주파수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4][5]. 

Ⅱ. 안테나 구조  설계

그림 1은 제안된 안테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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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안테나

  제안된 안테나는 두께는 1 mm이고 비유전율

은 4.6, 손실 탄젠트는 0.019인 FR-4 기판으로 
설계하였으며 크기는 40×30 mm²이다.

Ⅲ. 모의 실험 결과

  그림 2는 설계한 안테나의 반사 손실을 보여
준다.

그림 2. 반사 손실 ⎮S11⎮

  그림 3~5는 895 MHz와 1689 MHz, 2290 MHz
의 xz평면과 yz평면에서의 방사 패턴을 보여주
고 있다. 

   

 (a) xz 평면

(b) xy 평면

그림 3. 895 MHz

(a) xz 평면

(b) xy 평면

그림 4. 1689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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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z 평면

(b) xy 평면

그림 5. 2290 MHz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설계한 스터브를 3개를 추가하여 
임피던스 대역폭 비 3 : 1이상에서 4세대 이동 
통신과 LTE 가 사용하는 주파수들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나선형 급전선로를 갖는 cpw급전형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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