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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ted-L Element for Bluetooth, WiMAX and UWB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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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테블릿 노트북컴퓨터에 용될 수 있는 린트형 역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를 제안하

다. 제안된 안테나는 두 선로의 폭이 비 칭인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와 역 L형 무 소자를 결합

하여 Bluetooth, WiMAX, UWB 시스템의 역폭(2.3～10.6 GHz)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 내부에 반 장 오 스터 를 삽입하여 UWB 역과 간섭을 일으키는 무선 랜 역(5.15～5.85 

GHz)을 차단하 다. 제작된 무선 랜 역 차단 역 안테나의 —10 dB 역폭은 2.27～10.6 GHz(4.7:1)이며, 

—10 dB 역 지 역폭은 700 MHz(5.15～5.85 GHz, 12.72 %)로 측정되었다. 안테나의 이득과 효율은 차단

역을 제외하고 각각 3.93 dBi와 81 %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차단 역에서 이득은 —2 dBi(5.5 GHz) 효율은

14.65 %로 측정되었다. 안테나의 크기는 12.75(1 λ/10)×12(1 λ/11) mm2(λ는 2.3 GHz의 공기 장)로 테블릿

노트북의 작은 공간에 탑재하기에 합한 크기를 가진다. 따라서 설계된 안테나가 테블릿 노트북 컴퓨터

용 역 안테나로 합함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printed, wideband folded monopole antenna for laptop and tablet computer applications. The 

proposed antenna is designed to cover bandwidth(2.3～10.6 GHz) of Bluetooth, WiMAX, and UWB system by using 

the printed folded monopole antenna having asymmetrical line width coupling with a parasitic inverted- L element. 

Also, wireless LAN band(5.15～5.85 GHz) which interferes with UWB system is rejected by inserting half-wavelength 

open stub in the folded monopole antenna. —10 dB bandwidth of the fabricated wideband antenna is 2.27～10.6 GHz 

(4.7:1) and —10 dB band-rejected bandwidth is measured as 700 MHz(5.15～5.85 GHz, 12.72 %). The gain and effici-

ency of the antenna except for the rejected band are higher than 3.93 dBi and 91.89 % and are measured as —2 dBi 

and 14.65 % at 5.5 GHz which is band-rejected frequency. The size of the antenna is suitable to install for small space 

of tablet and laptop computers as 12.75(1λ/10)×12(1λ/11) mm2(λ is free space wavelength at 2.3 GHz). Therefore, 

we verified that the designed antenna is appropriate for wideband antenna of tablet and laptop PC applications.

Key words : Wideband Antenna, Band-Rejected Antenna, Folded Monopole Antenna

Ⅰ. 서  론      

최근 노트북 테블릿 PC와 같이 소형 휴 용

PC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

의 보 확 와 용량의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되면

서 데이터의 고속 송 수신 능력은 휴 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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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할 필수 조건이 되었으며, 기기의 성능을

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재 휴 기기에 요구

되는 통신 시스템으로는 Bluetooth,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무선 휴 인터넷 서비스(Wi-

MAX), 넓은 역에 걸쳐 낮은 력으로 용량의

정보를 송할 수 있는 UWB(Ultra Wide Bandwidth) 

통신 등이 있다. 이러한 통신 시스템을 하나의 기기

에서 수용하기 해서는 각각 시스템의 역폭을 수

용하는 다수의 안테나가 필요하다. 이는 제품 생산

단가 안테나의 많은 설치 공간 증가를 가져온다. 

한, 컴퓨터의 크기는 디자인과 실용성이 강조되면

서 차 소형화되어 안테나에 할당되는 공간이 어

들고 있다. 그리고 UWB 시스템의 경우 WLAN(5.15 

～5.85 GHz) 역과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WLAN 

역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테블릿 노트북 컴퓨터에 탑재되는 안

테나는 소형이면서 하나의 안테나로 앞서 언 한 여

러 통신 시스템(2.3～10.6 GHz) 역폭을 수용해야

하며, WLAN (5.15～5.85 GHz) 역을 차단하는 특

성을 갖는 소형, 평면형 역 안테나가 필요하다.

기존에 연구된 노트북 컴퓨터 탑재용 다 역

안테나는 역 F 안테나[1]를 기반으로 랜치 선로를

이용한 안테나
[2]
와 커 링 을 이용한 안테나

[3]

가 연구되었다. 한, 노트북용 UWB 안테나로 모노

폴타입의안테나가연구되었고
[4] 무선랜과 UWB 

역을 수용하는 변형된 모노폴 안테나
[5]
가 개발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안테나들은 2.3～10.6 GHz 역

을수용하지못하고안테나의 크기가큰단 이있다.

노트북 컴퓨터 탑재 UWB용 WLAN(5.15～5.85 

GHz)차단 안테나로는 UWB 안테나 뒷면에 기생소

자를 배치하여 역 차단 효과를 유도한 안테나
[6]
와

slot을 둔 안테나[7],[8]
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안테나

들은 크기가 크고 기 양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

작이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 논문
[9]
을 기본으로 역 L

형 무 소자 결합 폴디드 모노폴 역 안테나

설계에 한 자세한 라미터 데이터를 기술하 다. 

그리고 설계된 역 안테나에 WLAN(5.15～5.85 

GHz) 역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반 장 오 스터

를 폴디드 모노폴 내부에 추가하여 2.3～10.6 GHz 

역을 수용하고, WLAN(5.15～5.85 GHz) 역을 차

단하는 안테나를 설계하 다.

논문의 구성으로는 Ⅱ장에서 기본형 린트형 폴

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선로 폭에 따른 특성을 시뮬

이션을 통하여 확인하 다. 그리고 역 L형 무

소자를 추가하여 역화된 폴디드 역 F 안테나의

특성에 해 기술하 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역 안테나에 오 스터 를 추가하여 WLAN 역을

차단하는 역 안테나의 특성을 설명하 다. 이들

결과들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Ⅱ. 역 L   소자 결합 대역 프린트  

폴 드 모노폴 안테나 설계

2-1 프린트  폴 드 모노폴 안테나의 선로 

폭 변 에 른 특성 

그림 1에는 본 연구에서 설계된 역 안테나의

기본이 되는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구조

를 나타내었다.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는

모노폴 안테나에 비해 입력 임피던스가 4배 높아

자세로 구 할 수 있는 장
[10]
이 있으며, 두 선로의

두께 차이를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조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1]. 따라서 린트형 폴디드 모

노폴 안테나의 역폭 확장 특성 임피던스 특성

을 확인하기 해 요구 역의 심 주 수 6 GHz에

서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를 설계하 다. 

설계된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는 그림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0.8 mm 두께의 FR-4(εr=4.6) 

그림 1.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printed folded monopole ante-

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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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항 성분

(a.1) Resistance

(a.2) 리액턴스 성분

(a.2) Reactance

                                     (a) W1 변화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

                                     (a) Input impedance by varying W1

  

(b.1) 항 성분

(b.1) Resistance

(b.2) 리액턴스 성분

(b.2) Reactance

                                     (b) W2 변화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

                                     (b) Input impedance by varying W2

그림 2. W1과 W2 변화에 따른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

Fig. 2. Input impedance of the printed folded monopole antenna for varying W1 and W2.

기 을 사용하 다. 지면의 크기는 시뮬 이션 해

석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노트북 컴퓨터 LCD의 큰

지면(약 300×200 mm2)과 비교하여 반사 손실에

향이 없는 120(0.9 λ)×40(0.3 λ) mm2
의 크기로 설정

하 고, via를 통해 기 양쪽 지면을 연결하 다.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선로 폭에

한 임피던스 변화 특성을 알아보기 해 폴디드 모

노폴 안테나의 높이(H)를 8.2 mm, 두 선로의 간격

(D)을 2.5 mm로 고정하여 선로 폭(W1, W2) 변화에

한 특성을 시뮬 이션 하 다. 시뮬 이션은 CST社

의 MWS2010을 이용하 다.

첫 번째로 안테나의 왼쪽 선로 폭(W2)을 0.2 mm

로 고정시키고, W1을 0.2～5.2 mm까지 1.8 mm 간격

으로 변화시켰을 때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그림 2(a)에 나타내었다. 선로의 폭이 같을 경우 설

계 주 수 6 GHz에서의 입력 임피던스는 이론치와

유사한 150—j10 Ω의 입력 임피던스로 시뮬 이션

되었다. 그리고 선로의 폭(W1)이 증가할수록 큰 변화

는 없었으나, 3～9 GHz 사이에서는 항 성분이 감

소하 고, 캐패시턴스 성분이 증가하 다. 이러한

변화 원인은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가 반 장 루

안테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

로 폭이 증가함으로써 캐패시터 성분이 증가하는 특

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테나의 왼쪽 선로폭(W2)을 동일한 방

법으로 0.2～5.2 mm까지 1.8 mm 간격으로 변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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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때 오른쪽 선로의 폭(W1)을 0.2 mm로 고정

시켰다.

시뮬 이션 결과, 그림 2(b.1)의 항 성분과 그림

2(b.2)의 캐패시턴스 성분은 W1의 경우와 유사하게

W2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3～8 GHz에서 변동

폭이 어들면서 평탄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선로 폭이 넓어지면서 유도되는 테이퍼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선로 폭(W2)의 변화가 반

쪽 선로 폭(W1)이 변하는 것보다 임피던스 변화에

더 큰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

안테나 설계에 기본이 되는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의 쪽 선로 폭(W2)을 폭화한 형태로 비 칭

선로를 이용하여 주 수 변화에 따른 항 성분 변

화가 작게 하 다.

2-2 역 L   소자 결합 대역 폴 드 

모노폴 안테나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를 역으로 임

피던스 매칭하기 해 본 에서는 역 L형 무

소자를 결합시켰다. 앞 의 그림 2에서 W2가 5.2 

mm일 때, 입력 임피던스는 2.5～7 GHz 역에서 평

탄한 항 특성을 가지고 리액턴스는 낮은 주 수

역인 2.3 GHz에서 캐패시턴스 성분이 강한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목표 주 수인 2.3～10.6 GHz 

역의 임피던스 매칭을 해서는 린트형 폴디드 모

노폴 안테나의 캐패시티 한 리액턴스 성분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린

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낮은 주 수 역 임

피던스 매칭을 해 역 L형 무 소자를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왼쪽에 부가하 다. 안테나

의 지면 크기는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와

동일한 크기를 이용하 다.

이러한 역 L형 무 소자 결합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주 수 역 결정과 임피던스 매칭은 역 L

형 무 소자의 수평 길이 L1, 역 L형 무 소자

와 폴디드 모노폴과의 간격 S, 폴디드 모노폴 안테

나의 두 선로 간격 D에 의하여 조 된다. 따라서 각

각의 라미터 변화에 한 안테나 특성 변화를 시

뮬 이션을 통하여 확인하 다. 

먼 그림 4에는 역 L형 무 소자의 수평 소

그림 3. 역 L형 무 소자 결합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the printed folded monopole an-

tenna coupling with parasitic inverted-L element. 

 

자 길이 L1을 9 mm부터 15 mm까지 변화시켜 시뮬

이션하 을 때 반사 손실을 나타내었다. 이때 S 

=2.25 mm, D=2.3 mm로 고정시켰다.

그림 4에 L1의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 바와 같이 L1=9 mm일 때를 제외하고

체 으로 —10 dB 이하로 임피던스 매칭이 잘 이

루어졌으며, 길이가 길어질수록 최 주 수가 하향

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역 L형 무

소자에 의하여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항 성분과

인덕턴스 성분이 보상되기 때문이며, 길이 L1이

주 수에서 주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그림 4. L1 길이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Fig. 4. Return loss by varying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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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간격 S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Fig. 5. Return loss by varying S.

  

다음으로 무 소자와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

사이의 간격에 따른 특성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간격 S는 0.25～2.25 mm까지 0.67 mm 간격으로 변

화시켰으며, L1은 13.75 mm, D는 2.3 mm로 고정시켰

다. 시뮬 이션 결과, 간격 S가 모든 역에서 임피

던스 매칭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의 값

이 작을수록 임피던스 매칭이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간격 S가 작을수록 역 L형 무

소자와 폴디드 모노폴 사이의 커 링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그림 6에는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두

선로 간격 D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변화를 나타내

었다. 간격 D는 2.3 mm부터 5.3 mm까지 1 mm 간격

으로 변화시켜 시뮬 이션하 다. 그 결과, 선로 간

격 D는 주 역보다 고주 역의 임피던스 매

칭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고주

로 갈수록 장이 짧아 간격 D에 민감하기 때문

그림 6. 간격 D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Fig. 6. Return loss by varying D.

그림 7. 제작된 역 L형 무 소자 결합 역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

Fig. 7. Fabricated wideband printed folded monopol an-

tenna coupling with a inverted-L element.

 

이다.

이러한 시뮬 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2.3～10.6 

GHz 역폭을 만족하는 역 L형 무 소자 결합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를 설계 제작하

다.

그림 7에는 설계 역폭을 만족하는 제작된 안테

나를 나타내었다. 제작된 안테나의 최종 라미터로

역 L형 무 소자의 수평 소자 길이 L1은 13.75 

mm, 간격 S와 D는 각각 2.25 mm, 2.3 mm로 결정하

다. 안테나의 크기는 지면을 제외하고 13.75(1λ

/10)×12(1λ/11) mm2
의 크기를 가지며, 제작된 안테

나는 동축 이블을 이용하여 을 하 다. 이

게 제작된 안테나의 측정 시뮬 이션된 반사 손

실과 입력 임피던스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a)는 반사 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역 L형 무 소

자를 결합한 안테나가 역 임피던스 매칭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역 L형 무 소자 결합 폴디드 모

노폴 안테나의 측정된 —10 dB 역폭은 4.85:1(2.27 

～11 GHz)로 Bluetooth, WiMAX, UWB 시스템의 요

구 역폭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뮬 이션 결과와도 잘 일치하 다.

그리고 그림 8(b)에 역 L형 무 소자가 결합된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를

나타내었다. 항 값은 2.3～10.6 GHz에서 평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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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반사 손실

   (a) Return loss

 (b) 입력 임피던스

 (b) Input impedance

그림 8. 역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와 반사 손실

Fig. 8. The return loss and input impedance of the wi-

deband antenna.

 

Ω으로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와 같이 평탄

한 특성을 보이고, 무 역 L형 소자의 결합으로

주 역의 캐패시티 한 리액턴스가 보상된 것

을 알 수 있다. 

Ⅲ. WLAN 대역(5.15～5.85 GHz) 지 대역 

프린트  폴 드 모노폴 안테나

앞서 설계 제작된 역 안테나는 Bluetooth, 

WiMAX, UWB(3.1～10.6 GHz) 시스템 역을 만족

한다. 하지만 UWB 시스템은 력을 사용하고 있

어 5.15～5.85 GHz 역 무선 랜 시스템과 간섭을 일

으킬 수 있다. 따라서 UWB 안테나에 WLAN (5.15 

～5.85 GHz) 역 지 특성이 요구되며
[12], 본 에

 (a) 안테나 구조

 (a) Structure

 (b) 등가 회로

 (b) Equivalent circuit

그림 9. 오 스터 가 추가된 역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 구조와 등가 회로

Fig. 9. Structure and equivalent circuit of wideband fol-

ded monopole antenna added a open stub.

 

서는 설계된 역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에 오

스터 를 추가하여 역 지 특성을 얻게 하 다.

그림 9에는무선랜 역에 역 지특성을얻기 

하여 오 스터 가 삽입된 안테나의 구조와 등가

회로를 나타내었다. 역 지 특성을 얻기 해서

는 지 역에서 병렬 공진 회로로 동작하여 에

지가 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얻

고, 안테나의 크기 다른 역의 특성을 변화시키

지 않게 하기 해 역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의두 선로사이에 오 스터 를삽입하여

역 지 효과를 유도하 다. 오 스터 가 연결된

역 차단 역 안테나의 등가 회로는 그림 9(b)와

같이 표 된다
[13]. 여기서 Z11은 린트형폴디드 모노

폴 안테나의 임피던스, Z22는 역 L형 무 소자의

임피던스, Z12는 상호 임피던스로 정의된다. 오 스

터 는 반 장 길이의 송선이 병렬 연결된 것으로

표 할 수 있다. 즉, 지 역(5.5 GHz)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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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스터 길이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Fig. 10. Return loss by varying the length of the op-

en stub.

 

스터 는 반 장의 류 분포를 유지하기 때문에 회

로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커지면서 역 지 특

성이 나타났다. 

역 지 특성과 최 의 오 스터 길이를 찾

기 해 오 스터 의 길이(L) 변화에 따른 특성을

시뮬 이션하 다. 이때 지면의 크기는 앞 의

크기와 동일하게 하 다.

오 스터 의 길이(L)에 따른 변화(5.75～8 mm, 

0.75 mm 간격)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오 스터

의 길이는 역 지 주 수와 련이 있고, 길이

가 길어질수록 역 지 주 수는 하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 스터 의 병렬 공진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역 심 주 수

5.5 GHz에서 응되는 오 스터 의 길이는 7.57 

mm로 결정되었다. 

오 스터 가 반 장의 류 분포를 가지고 있

는지 확인하기 해 그림 11에는 5.5 GHz에서 시뮬

이션된 류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류 분

포는 주로 오 스터 와 폴디드 모노폴의 오른쪽

선로에 분포하며, 왼쪽 선로와 오른쪽 스터 에 반

장의 류 분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 다. 다

음으로 이들 결과를 토 로 안테나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 다.

제작된 안테나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설계된

안테나는 주 역에서 역 L형 소자에 의해 방사

되고, 고주 에서는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

그림 11. 안테나의 표면 류 분포(5.5 GHz)  

Fig. 11. Surface current distribution of the band-rejec-

ted antenna(5.5 GHz). 
 

그림 12. 제작된 역 지 역 안테나

Fig. 12. Fabricated band-rejected wideband antenna.

 

나와 역 L형 무 소자의 결합으로 방사된다. 안

테나의 크기는 12.75(1λ/10)×12(1λ/11) mm2
이다.

그림 13에 역 지 안테나의 반사 손실 시뮬

이션 측정치를 오 스터 가 없을 때의 측정치

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측정된 —10 dB 역폭은

2.27～10.6 GHz(4.7:1)이고, 역 지 역폭(반사

손실 —10 dB 기 )은 700 MHz(5.15～5.85 GHz, 

12.72 %)로 스터 가 없을 때의 측정 결과와 비교하

여 WLAN 역에서 역 차단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WLAN(5.15～5.85 GHz) 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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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역 지 역 안테나의 반사 손실

Fig. 13. Return loss of the band-rejected wide band   

antenna.
 

Bluetooth, WiMAX, UWB 시스템 역폭을 수용

한다.

(a.1) zx-plane

(a.1) zx-plane

(a.2) zy-plane

(a.2) zy-plane

(a.3) xy-plane

(a.3) xy-plane

                                              (a) 시뮬 이션

                                              (a) Simulation

(b.1) zx-plane

(b.1) zx-plane

(b.2) zy-plane

(b.2) zy-plane

(b.3) xy-plane

(b.3) xy-plane

                                           (b) 측정

                                           (b) Measurement

그림 14. 역 지 역 안테나의 방사 패턴

Fig. 14. Radiation patterns of the band-rejected wideband antenna.

그림 14에는 2.3, 4, 5.5, 7, 10 GHz에서 시뮬 이

션된 방사 패턴과 측정된 방사 패턴을 비교하여 나

타내었다.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는 잘 일치

하 다. 그림 14(b.1)의 zx-plane의 Eφ 성분은 수직 소

자에 의해 주 역(2.4, 4 GHz)에서 방향성 방

사 패턴을 형성하 고, 고주 역(7, 10 GHz)에서

는 무 소자에 의해 90°와 270° 부근에서 벨이

증가하여 ‘∞’ 모양의 방사 패턴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4(b.2)의 zy-plane의 Eφ 성분은 주로 수평 방사

소자 성분으로 고주 역(7, 10 GHz)에서 방향

성 방사 패턴을 형성하여 zx-plane의 Eφ 성분의 고주

역 방사 패턴을 보완한다. xy-plane의 Eφ 성분은

그림 14(b.3)에 나타내었으며, 주 역에서는 모

노폴 안테나의 특성이 나타나며, 고주 역에서는

다수의 null이 하모닉 성분에 의해 나타나는 방사 패

턴을형성하고 있다. 한, 5.5 GHz의방사패턴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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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 수에 비해 벨이 작게 나와 역 차단 효과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에는 주 수별 최 이득과 효율을 시뮬

이션과 측정치를 나타내었으며, 오 스터 가 없

는 안테나와 비교하 다. 그림 15(a)의 주 수별 최

이득 그래 에서 지 역인 5.5 GHz에서 이득

은 —1.65 dBi로 지 역을 제외한 평균 이득 4.65 

dBi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그림 15(b)의 안테나의 효

율은 지 역인 5.5 GHz에서는 14.65 %, 다른

역에서는 81 % 이상으로 측정되어 제안된 안테나는

WLAN 역과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지 역을 제외한 다른 역에서는 주 수

가 높아질수록 안테나가 기 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득과 효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a) 주 수별 최 이득

(a) Peak gain

(b) 체 효율

(b) Total efficiency

그림 15. 이득 효율

Fig. 15. Gain and efficiency.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린트형 폴디드 모노폴 안테나와

역 L형 무 소자를 결합한 평면형 역 안테나

의 역 지 특성을 하여 오 스터 를 삽입

한 안테나를 설계하 다. 설계된 안테나의 크기는

12.75(1λ/10)×12(1λ/11) mm2(λ는 2.3 GHz의 공기

장)이고, —10 dB 역폭은 2.27～10.6 GHz(4.7 

:1)이며, 역 지 역폭은 700 MHz(5.15～5.85 

GHz, 12.72 %)으로 측정되었다. 지 역 심 주

수 5.5 GHz에서는 이득이 —1.65 dBi, 효율이 14.65 

%로 측정되어 다른 역보다 낮은 벨을 갖기 때

문에, UWB 시스템과 WLAN 시스템 사이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방사 패턴은 낮은 주

수 역에서 zx-plane의 Eφ 성분은 방향성 특성

을 나타내었고, 고주 역에서는 zy-plane의 Eφ 성

분이 방향성 방사 패턴을 형성하 기 때문에, 설

계된 안테나는 이로써 제안된 목 에 합함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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