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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시스템을 위한 다중 대역 안테나 설계

Design of a Multiband Antenna for LTE System

홍 영 택․백 지 수․최 재 훈

Youngtaek Hong․Jisoo Baek․Jaehoon Choi

요  약

본 논문에서는 8개의 LTE 대역을 만족하는 다중 대역 LTE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변형된 PIFA 구조
와 4 mm의 높이를 갖는 folded monopole 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조가 LTE 하위 대역과 LTE 
상위 대역에서 동작한다. 안테나의 측정된 6 dB 반사 손실 대역폭은 하위 대역에서 118 MHz(870～988 MHz), 상위 대역
에서 1107 MHz(1,650～2,757 MHz)이다. 제안된 안테나는 전방향성 방사 패턴을 가지며, 측정된 최대 이득은 하위 대역에
서 3.21 dBi 상위 대역에서 4.19 dBi의 값을 갖는다. 제안된 안테나는 향후 LTE-advanced 통신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multiband LTE antenna satisfying LTE octa-band is proposed. The proposed antenna consists of a modified PIFA 
structure and a folded monopole which has the height of 4 mm. Each parts operates at lower and upper LTE band. Measured 
bandwidth(6 dB return loss) was 118 MHz(870～988 MHz) at the lower band and 1,107 MHz(1,650～2,757 MHz) at the upper band. 
The proposed antenna has a omni-directional radiation pattern and measured peak gains were 3.21 dBi at the lower band and 4.19 dBi 
at the upper band, respectively. The proposed antenna is expected to be utilized for future LTE-advanc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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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LTE(Long Term Evolution) 기술을 이용한 무선통
신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LTE 주
파수 대역은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발표한 Release 8 표준을 따르고 있다. Release 8 표준에서
의 LTE 주파수대역은 700～900 MHz의하위대역과 1,400 
～2,700 MHz 사이의 상위 대역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현재 국가별, 통신사별로 사용 중인 LTE 주파수 대
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주파수에서 특성을 만족하는
안테나의 설계가 필요하다[1]. 그러므로 단일 구조로 다중
대역을 만족하는 광대역 안테나를 설계할 경우, 기기 제
조시의 범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LTE 주
파수 대역에 캐리어 집성(carrier aggregation) 기술을 적용
한 LTE-advanced 통신시스템의 등장으로 다중 대역을 만
족하는 LTE 안테나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캐리어 집성은 통신에 사용하는 대역폭을 확장하여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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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과 자원 이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이다. 캐리어
집성 기술을 사용한 LTE-advanced 규격의 최대 대역폭은
100 MHz이며, 데이터 전송 성능은 하향 링크 1 Gbps 상
향 링크 500 Mbps이다[2]. 
다중 대역 특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shorted-strip을 이용

한 방법[3]～[5], coupled-fed를 이용한 방법[6]～[10] 등의 다양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위의 연구에서는 기본 구조에
shorted-strip을 추가하여 새로운 공진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하여 대역폭을 확장하는 기술이 소개되었다. Shorted- 
strip을 추가할 경우, 접지면을 통하여 전류가 흐르기 때
문에 적절한 위치에 shorted-strip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
다. 광대역 특성을 만드는 다른 방법으로 coupled-feed 구
조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안테나를 설계할 경우 급전
부의 변형이 주변 소자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4 mm의 높이를 갖는 folded monopole 

구조와 PIFA 구조가 결합된 형태의 다중 대역 LTE 안테
나를 제안하였다. Folded monopole 구조는 모노폴 기반의
직접 급전 방식으로 다양한 전류 경로를 가지도록 설계

되었으며, 각각의 전류 경로를 통해 형성된 공진에 의해
서광대역 특성을 얻을수있다. 설계된 안테나는 하위대
역에서 LTE band 8(880～960 MHz)을 만족하고 상위 대
역에서 LTE band 1(1,920～2,170 MHz), LTE band 2(1,850 
～1,990 MHz), LTE band 4(1,710～2,155 MHz), LTE band 
7(2,500～2,690 MHz), LTE band 9(1,749.9～1,879.9 MHz), 
LTE band 23(2,000～2,200 MHz), LTE band 25(1,850～
1,995 MHz)를 만족한다.

Ⅱ. 안테나 설계 및 특성

그림 1(a)는 제안된 다중 대역 LTE 안테나의 구조를 나
타낸다. 제안된 안테나는 110 mm×55 mm×1 mm의 FR4 
기판(εr=4.4, tanδ=0.02)을 이용하였으며, 기판의 윗면에
접지면과 안테나 소자가 위치한다. 접지면의 크기는 98 
mm×55 mm이고, 안테나 소자는 12 mm×53 mm×4 mm의
크기를 갖는다. 그림 1(b)는 제안된 안테나의 방사체 세부
구조이다. 우측 방사체는 끝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루프를
형성한 변형된 PIFA 구조이며, 좌측은 방사체 구조를 접

(a) 입체도
(a) Over view

(b) 방사체
(b) Radiator

그림 1. 제안된 안테나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proposed antenna.

 
어 folded monopole 구조를 형성한다.
제안된 안테나는 두 가지 공진 메커니즘으로 동작한

다. 변형된 PIFA 구조는 저주파 하위 대역에서 공진을 형
성하며, 신호는 folded monopole 구조보다는 PIFA 구조에
집중된다. 반면에 고주파 상위 대역에서는 folded mono-
pole 구조로 전류가 집중되어 공진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2(a)는 folded monopole 구조의 높이(h)의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임피던스 정합 특성이 개선되어 전체적인 대역폭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주파 하위 대역
공진 주파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 folded monopole 구조가
하위 대역 공진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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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 변화
(a) Variation in h

(b) W 변화
(b) Variation in W

(c) L 변화
(c) Variation in L

그림 2. 다양한 설계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반사 손실

특성

Fig. 2. Simulated return loss characteristics for different de-
sign parameter values.

 

있다.
그림 2(b)는 라인 폭(W)의 변화에 의한 반사 손실 특성

을 나타낸다. 폭이 넓어질수록 상위 대역 공진 주파수가

고주파로 이동하며, W=3 mm일 때 LTE band 7(2,500～
2,690 MHz)을 만족하였다. 또한, 그림 2(a)의 결과와 마찬
가지로 folded monopole 구조가 하위 대역 공진 주파수에
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c)는 저주파 하위 대역 공진 주파수를 결정하는

PIFA 구조의 단락 스터브 위치(L)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
과이다. L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PIFA 구조의 전체적인
길이가 줄어들어 900 MHz 대역에서의 공진 주파수가 고
주파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의 길이가 11.5 mm 

(a) 0.94 GHz

(b) 1.85 GHz

(c) 2.75 GHz

그림 3. 제안된 안테나의 전류 분포
Fig. 3. The current distributions of the propos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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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작된 안테나 사진
Fig. 4. Photographs of fabricated antenna.
 

그림 5. 측정된 반사 손실 특성
Fig. 5. Measured return loss characteristics.
  
일때하위대역에서 6-dB 임피던스대역폭을만족하였다. 
그림 3은 하위 대역, 상위 대역 각각의 공진 주파수

(0.94 GHz, 1.85 GHz, 2.75 GHz)에서의 표면 전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a)은 하위 대역 공진 시 PIFA 구조에 전
류가 집중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3(b)에서의 전
류 분포를 통해 folded monopole 구조와 접지면 사이의 커
플링에 의해 공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c)
에서는 folded monopole 구조 전체적으로 전류가 집중되
면서 공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제작 및 측정 결과

그림 4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설계변수를 바
탕으로 제작된 안테나 시제품 사진이다. 하위 대역 PIFA 

구조는 FR4 기판에 프린팅하여 제작되었으며, folded mo-
nopole 구조는 1온스(35 um)의 두께를 갖는 동판을 이용

(a) 0.94 GHz

(b) 1.86 GHz

(c) 2.65 GHz

그림 6. 제안된 안테나의 방사 패턴
Fig. 6. The radiation patterns of the propos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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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측정된 이득 및 효율
Fig. 7. Measured gain and efficiency.
  
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5는 제작된 다중 대역 LTE 안테나시제품의 반사

손실을 측정한 결과이다. Folded monopole 구조의 제작
오차로 인하여 고주파 상위 대역의 공진 주파수가 저주

파로 이동하였지만 목표 대역을 만족하였으며, 각 대역에
서 측정된 안테나의 6-dB 임피던스 대역폭은 하위 대역
에서 118 MHz(870～988 MHz), 상위 대역에서 1,107 MHz 
(1,650 ～2,757 MHz)이다.
그림 6은 실제 제작된 다중 대역 LTE 안테나의 방사

패턴 특성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값과 측정값을 xz, yz 
면으로 각각 나누어서 비교하였으며, 1.86 GHz에서 접지
면 방향으로 지향성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전방향성 방
사 패턴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3차원 안테나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반

향 챔버에서 측정된 안테나의 이득과 효율이다. 측정된
이득은 하위 대역에서 최대 3.21 dBi 상위 대역에서 최대
4.19 dBi이고, 평균 효율은하위 대역에서 59 % 상위대역
에서 63 %의 값을 갖는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8개의 LTE 대역에서 특성을 만족하는
다중 대역 LTE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PIFA 구조와 folded monopole 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
되어 있다. 각각의 구조는 저주파 하위 대역과 고주파 상
위 대역에서 공진을 발생시키며, 상위 대역 folded mono-
pole 구조는 광대역 특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4 mm의 높

이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측정된 6-dB 임피던스 대역폭은 하위 대역에서 118 

MHz(870～988 MHz), 상위 대역에서 1,107 MHz(1,650～
2,757 MHz)이다. 제작된 안테나는 대체적으로 전방향성
방사패턴을 가지며, 하위 대역(880～960 MHz)에서 평균
효율 59 %, 최대 이득 3.21 dBi를 갖고 상위 대역(1,710～
2,690 MHz)에서 평균 효율 63 %, 최대이득 4.19 dBi를갖
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다중 대역 LTE 안테나는 기기 제

조시 높은 범용성을 제공하며, LTE-advanced 통신 시스템
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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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학석사)

1989년: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전기공
학과 (공학박사)

1989년～1991년: 미국 Arizona State  Uni-
versity 연구교수

1991년～1995년: 한국통신위성사업단 연구팀장
1995년～현재: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주 관심분야] 이동통신 / 의료용 안테나 설계, 무선전력전송, 

WBAN 시스템, EM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