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1Q 23/00 (2006.01)

     H01Q 5/00 (2006.01)

     H01Q 1/24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119901

2006년11월24일

(21) 출원번호 10-2006-7004180

(22) 출원일자 2006년02월28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번역문 제출일자 2006년02월2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IB2004/051531 (87) 국제공개번호 WO 2005/022685

국제출원일자 2004년08월23일 국제공개일자 2005년03월10일

(30) 우선권주장 03102688.3 2003년09월02일 유럽특허청(EPO)(EP)

(71) 출원인 코닌클리즈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브이.

네덜란드 엔엘-5621 베에이 아인드호펜 그로네보드세베그 1

(72) 발명자 힐거스 아침

독일 52066 아헨 베이스하우스스트라세 2 필립스 인텔렉츄얼프로퍼티

앤드 스탠다드 게엠베하

(74) 대리인 김창세

김원준

전체 청구항 수 : 총 11 항

(54) 안테나 모듈, 인쇄 회로 기판 및 이동 통신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안테나 모듈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방사 특성에 대해 제어될 수 있고, 특히 그 효율에 대해 최적화될 수 있는 특히

고주파 및 마이크로파 범위에서의 원격 통신을 위한 안테나 모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안테나 모듈은 제 1 단자(11)

및 제 2 단자(12)를 적어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1)와, 안테나(1)에 대한 HF 접속(E)을 안테나(1)의 제 1 및 제 2 단

자(11, 12)에 각각 접속되는 적어도 제 1 브랜치(1a) 및 제 2 브랜치(1b) 상에서 스위칭 가능한 분할을 위한 회로 배치를

구비하여 실질적으로 성취된다. 본 발명은 또한 회로 기판, 원격 통신 장치, 특히 이러한 안테나 모듈을 구비하는 이동 통

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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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주파 및 마이크로파 범위용의 안테나 모듈로서,

제 1 단자(11) 및 제 2 단자(12)를 적어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1)와,

상기 안테나(1)에 대한 HF 접속(E)을 상기 안테나(1)의 제 1 및 제 2 단자(11, 12)에 각각 접속되는 적어도 제 1 브랜치

(1a) 및 제 2 브랜치(1b) 상에서 분할하는 회로 배치(2, 3, 4, 5)

를 구비하는 안테나 모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회로 배치는 HF 접속(E) 상에 존재하는 HF 전력을 제 1 브랜치(1a) 및 제 2 브랜치(1b) 상에서 분할하는 전력 분배기

(power splitter)(2)를 갖는 안테나 모듈.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존재하는 HF 전력은 전력 분배기(2)에 의해 대략 100 : 0 또는 대략 50 : 50의 비율로 선택사양적으로 분할될 수 있는 안

테나 모듈.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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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브랜치(1a, 1b)로 공급된 HF 신호들 사이의 위상 쉬프트를 생성하는 위상 쉬프터(5)가 브랜치(1a, 1b) 중 하나에

접속될 수 있는 안테나 모듈.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안테나(1)는 적어도 하나의 공명 제 1 금속화물 구조(14)를 갖는 세라믹 기판(10)을 갖는 안테나 모듈.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안테나(1)는 제 1 단자(11)를 제 1 금속화물 구조(14)에 용량적으로 연결하는 제 2 금속화물 구조(15)를 갖는 안테나 모

듈.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안테나(1)는 제 2 단자(12)를 제 1 금속화물 구조(14)에 용량적으로 연결하는 제 3 금속화물 구조(16)를 갖는 안테나 모

듈.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단자(11) 및 제 2 단자(12) 사이의 분리는 약 5㏈인 안테나 모듈.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안테나는 적어도 하나의 공명 인쇄선 구조의 형태로 생성되며 회로 배치(2, 3, 4, 5)와 함께 회로 기판(30)에 인가되는 안

테나 모듈.

청구항 10.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9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안테나 모듈을 구비하는 전자 부품의 표면 실장을 위한 인쇄 회로 기판.

청구항 11.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9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안테나 모듈을 구비하는 이동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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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안테나 모듈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그 방사 특성에 대해 제어될 수 있는 고주파 및 마이크로파 범위에서의 원격

통신을 위한 안테나 모듈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원격 통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안테나 모듈을 구비하는

이동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원격 통신 장치, 특히 이동 통신 장치에 의해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서, 고주파 또는 마이크로파 범위의 전자기파가 통상 이

용된다. 이들 전자기파를 송수신하기 위해, 충분히 큰 대역폭을 갖는 각각의 경우에서, 다수의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될 수

있는 안테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휴대 전화 표준에서, 이러한 주파수 대역은, 예를 들어, 880 내지 960MHz(GSM900), 1710 내지 1880MHz(GSM- 또는

DCS1800), 특히 미국에서는, 824 내지 894MHz(AMPS), 1850 내지 1990MHz(D-AMPS, PCS 또는 GSM1900)에 놓인

다. 이들은 UMTS 대역(1880 내지 2200MHz), 특히 광대역 CDMA(1920 내지 1980MHz, 2110 내지 2170MHz)을 포함

하며, 또한 1880 내지 1900MHz의 주파수 대역의 무선 전화기용의 DECT 표준 및 2400 내지 2483.5MHz의 주파수 대역

의 블루투스 표준(BT)을 포함하며, 이들은, 예를 들면, 이동 전화, 컴퓨터, 오락 설비 등과 같은 각종 전자 장치 간에 데이

터를 교환하도록 사용된다.

적어도 전송 기간 동안, GSM 주파수 범위 중 적어도 하나, 및 UMTS 주파수 범위에서 이동 전화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또한 존재한다.

유럽이나 미국을 자주 여행하는 사용자들이 2개의 이동 전호를 휴대할 필요가 없도록 2개의 유럽 대역(GSM) 및 2개의 미

국 대역(AMPS 및 PCS)에서 이동 전화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또한 존재한다.

안테나가 동작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알려진 GPS 대역 또는 다른 주파수 대역 내의 이동 통신 장치에서, 정보의 전송 이

외에, 예를 들면, 위성 네비게이션을 위한 부가적인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이 또한 실현된다.

따라서, 원리적으로는, 상기 주파수 범위만큼 많은 범위에서 동작되어 이들 주파수 범위를 적용하는 다중 대역 또는 광대

역 안테나가 요구되는 이러한 유형의 현대적인 원격 통신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또한 존재한다.

이동 전화에서 이러한 기능과 다른 기능의 통합과 동시에, 이들 장치를 가능한 한 축소하도록 하는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우징 내에 이용 가능한 공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은 부피 또는 가능한 한 작은 크기를 갖는 안테나에

대한 필요성이 또한 존재한다.

방사선의 소정의 파장에서 안테나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테나에 대한 기본 구축 블록으로서 유전율 >1을 갖는 유

전체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은 팩터 만큼 단축되는 유전체 내의 방사선 파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체

에 근거하여 설계된 안테나는 그 크기의 관점에서 또한 작아진다. 그러나, 하나의 단점은 유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

라서 안테나의 대역폭이 작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형의 안테나는, 예를 들면, 원하는 동작 주파수 대역 또는 대역들, 하나 이상의 공명 금속화물 구조에 따라, 적용

되는 표면 상에서,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진 기판을 갖는다. 공명 주파수의 값은 프린트된 금속화물 구조의 치수 및 기판의

유전율 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속화물 구조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또한 유전율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적인 공명 주

파수의 값이 감소한다. 이러한 안테나는 "프린트 와이어 안테나(Printed Wire Antennas: PWA)" 또는 "유전체 블록 안테

나(Dielectric Block Antennas: DBA)"로서 또한 지칭된다.

이들 안테나의 특별한 하나의 장점은, 전자기 전력을 공급하거나 소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부가적인 실장 장치(핀)를 필요

로 하지 않고, 표면 실장(SMD 기법)에 의해, 즉, 가능한 한 다른 부분과 함께 플랫(flat) 납땜하여 접촉함으로써, 인쇄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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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PCB)에 직접 인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임의의 이들 안테나는 물론 스프링 핀에 의해 또는 임의

의 다른 알려진 몇몇 방식으로 회로 기판 상에 또한 실장될 수 있거나, 또는 인쇄 회로 기판 측면에 또는 그 위에 인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화물 구조의 규격화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안테나가 다수의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도

록 하는 경우에 특히 어렵다. 이것은 필요한 주파수 범위 중 하나에 안테나를 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속화물 구조가 상

호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주파수 범위 내의 안테나 성능이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동 통신 장치에서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안테나의 다른 유형은, 접지 금속화물 위에 금속화물 구조가 배치되어, 상기 안

테나가 볼륨 공명자로서 동작되는, 소위 "평판형 역에프 안테나(Planar Inverted F Antennas : PIFA)"이다. 이러한 유형

의 안테나에서, 특정의 방식으로 실행되거나 혹은 금속화물 구조로 이루어지는 특정의 방식으로 성형되는 하나 이상의 슬

릿(slits)에 의해 다중 대역 기능이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상이한 주파수 대역을 적용할 수 있는 적어도 2개의 상이한 모

드에서 안테나가 동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안테나의 하나의 단점은, 특히 이들이 축소된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이들 안테나는 금속화물 구조의 상이한 부분들 간에 높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매우 협소한 대역을 적용하므로 상술한 요건

을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방식으로만 수행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단점은 유전체 재료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서도, 안테나

는 제한된 정도로만 축소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애플리케이션에 충분한 대역폭을 갖는 상기 주파수 대역 중 적어도 2개의 대역에서 동작

될 수 있는, 특히 고주파 및 마이크로파 범위 내의 원격 통신을 위한 안테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수의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되어 그 기능의 관점에서 확장될 분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정도로

축소될 수 있는 상술한 유형의 안테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사 특성이 제어될 수 있는 안테나를 또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안테나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고주파 및 마이크로파 범위용의 안테나 모듈로서, 제 1 단자 및 제 2 단자를 적어도 갖는 적어도 하

나의 안테나와, 안테나에 대한 HF 접속을 안테나의 제 1 및 제 2 단자에 각각 접속되는 적어도 제 1 브랜치 및 제 2 브랜치

상에서 분할하는 회로 배치를 구비하는 안테나 모듈에 관한 청구항 1에서 청구된 바와 같이 달성된다.

안테나는 적어도 2개의 HF 단자를 가지며 안테나에 대한 HF 접속은 이들 단자에 접속되는 적어도 2개의 브랜치 상으로

분할된다는 사실에 의해, 이들 브랜치 상에서 HF 신호를 분할하는(특히, 전력 분할 및/도는 HF 신호들 간의 위상 쉬프팅)

속성에 의해 안테나의 방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짐에 따라, 상술한 주파수 대역 중

거의 모든 대역 또는 이들 주파수 대역의 결합에 대해 원하는 요건에 상응하는 규격화가 발견되어 이중 대역 또는 다중 대

역 안테나가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의 다른 장점은 원리적으로 상술한 모든 안테나 유형 및 상술한 모든 주파수 대역 또는 범위에 대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수의 세라믹층, 복수의 금속층, 복수의 방사성 성분, 복수의 제어 회로를 갖는 스위칭 가능한 안테나는,

예를 들면, US 6,320,574 B1로부터 알려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위상 어레이 안테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으로서 간주되지는 않는다.

종속항은 본 발명의 유용한 전개를 포함한다.

청구항 2 내지 청구항 4는 HF 접속 또는 공급된 HF 신호를 분할하는 바람직한 유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5 내지 청구항 9는 본 발명에 따른 안테나 모듈의 일부로서 특별한 정점과 함께 사용되고 효율이 상당히 증대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안테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하 도면에 도시한 실시예의 일례를 참조하여 더 기술될 것이나, 이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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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접지 전위를 형성하는 접지 금속화물(31)을 구비하고, 상기 접지 금속화물은 바람직하게 후면에 인가되는 인쇄 회

로 기판(PCB)(30)의 전면 일부의 평면도를 도시한다. 접지 금속화물(31)이 남겨진 회로 기판(31)의 한 코너에, 본 발명에

따른 안테나 모듈의 일부를 형성하는 안테나(1)가 존재한다.

안테나(1)는 유전체 블록 안테나(DBA) 또는 프린트 와이어 안테나(PWA)이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안테나 모듈은 특

히 도입부에 언급한 바와 같은 다른 안테나 유형과 함께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이하 언급되는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히 도입부에서 언급된 주파수 범위와 같은, 다른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도 규격화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안테나(1)는 방출되는(또는 수신되는) HF 전력에 대해 직접적이고 일정한 HF 입력(또는 출력)

으로서 제공되는 제 1 단자(11)를 갖는다. 안테나(1)는 제어 입력으로서 이를 통해 가변 제어 신호가 안테나(1)에 공급되

는 제 2 단자(12)와, 접지 금속화물(31)에 접속되어 접지 전위로 되는 데 3 단자(13)를 또한 포함한다.

안테나(1)는 그 높이보다 약 3 내지 40배 큰 길이 또는 폭을 가지며, 정방형 블록의 형상을 실질적으로 갖는 기판(10)을 또

한 포함한다. 후술하는 설명에서, 도 1에 도시한 기판(10)(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상측(큰) 표면이 상측 주 표면으로서

지칭되므로, 대향하는 표면은 하측 주 표면으로서 지칭되며, 그에 수직하는 표면은 기판(10)의 측 표면으로서 지칭된다.

정방형 기판(10) 대신에, 특정의 애플리케이션 및 이용 가능한 공간에 따라, 선택될 각종 기하학적 형상, 예를 들어, 원형

또는 삼각형 또는 다각형 실린더 형상이 또한 가능하다. 또한, 기판(10)은, 예를 들어 재료 및 그에 다른 높이를 절약하기

위해 캐비티(cavities) 또는 리세스(recesses)를 또한 구비할 수도 있다.

기판(10)은, 예를 들어, 세라믹 재료 및/또는 하나 이상의 고주파 플라스틱으로부터, 또는 세라믹 분말을 중합체 매트릭스

에 삽입하여 제조된다. 순수한 중합체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재료는 가능한 한 적은 손실을 가져야 하며 고

주파 특성에 종속하는 낮은 온도이어야 한다(NPO 또는 소위 SL 재료).

안테나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 기판(10)은 바람직하게 유전율 >1 및/또는 상대 투자율 >1을 갖는다. 그러나, 높은

또는 상승하는 유전율 및/또는 상대 투자율인 경우 성취 가능한 대역폭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도 1에 도시한 안테나(1)의 경우, 기판(10)은 약 21.5의 유전율을 갖고, 약 15㎜의 길이, 약 15㎜의 폭, 약 2㎜의 높이를 갖

는 NPO 세라믹으로 제조된다.

기판(10)은, 예를 들어, 은, 구리, 금, 알루미늄과 같은 높은 전기적으로 도전성의 재료 또는 초전도체로 형성되는 다수의

금속화물 구조를 그 표면 상에 갖는다. 개별적인 금속화물 구조 또는 다수의 이러한 금속화물 구조는 기판(10) 내에 적절

하게 접촉하여 삽입될 수도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10)은, 그 기판(10)의 하측 주 표면, 하나의 측 표면 및 상측 주 표면을 따라 다수의 라인 섹

션 형태로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공명 제 1 금속화물 구조(14)를 갖는다. 이러한 제 1 금속화물 구조(14)의 (여기

서 L은 비어 있는 공간 내의 신호의 파장임)의 코스 및 전기적인 활성 길이 L'가 알려진 방식으로 선택됨에 따라 안테나의

최하위 모드를 실질적으로 (즉, 기판의 유전율과 함께) 판정하며, 여기서 L은 비어 있는 공간 내의 신호의 파장이다. 제 1

금속화물 구조(14)는 최하위 모드에서 안테나가 전자기 전력을 방출하고 수신하도록 하는 그 길이가 파장의 약 절반에 상

당하도록 규격화된다. 이 최하위 모드는 동시에 안테나 모듈의 최하위 동작 주파수(통상적으로 GSM900 또는 AMPS 대

역)를 규정한다.

제 1 금속화물 구조(14)는 안테나의 제 3 단자(13)를 통해 접지 금속화물(31)에 접속된다.

기판(10)(및 가능하게는 다른 금속화물 기판)의 하측 및 상측 주 표면 상에서 이러한 금속화물 구조(14) 부분들 사이의 커

플링 메커니즘에 의해, 안테나 모듈의 제 1 고조파는, 예를 들어 DCS1800 또는 PCS1900 대역일 수도 있는 원하는 제 2

주파수 대역으로 쉬프트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이중 대역 또는 다중 대역 안테나는 본래 알려진 방식으로 제조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10) 상에 제 2 금속화물 구조(15)가 존재하며, 이 제 2 금속화물 구조는 상대적으로 짧은

라인 섹션의 형태를 갖고, 금속화물 구조(14)의 단부에 대향하여 배치되며 안테나(1)의 제 1 단자(11)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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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기판(10) 상에 제 3 금속화물 구조(16)가 존재하며, 이 제 3 금속화물 구조는 상대적

으로 짧은 라인 섹션의 형태로 설계된다.

제 1, 제 2 (기능적) 단자(11, 12)(또는 각각의 경우에 이들에 접속되는 금속화물 구조(15, 16)) 및 제 1 (공명) 금속화물 구

조(14)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 메커니즘에 의해, 안테나(1)의 입력 임피던스는 본래 알려진 방식으로 원하는 값, 통상적으

로 50Ω으로 세트될 수 있다.

이러한 기판 안테나에 대한 대안으로서, 특히, 약 2GHz 이상의 주파수에서 기판(10)을 생략하여, 안테나, 즉 금속화물 구

조를, 예를 들어, 회로 기판(30)에 직접 인가하고, 용량성 커플링 메커니즘을 통해, 예를 들어, 회로 기판(30) 상에서 SMD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단자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회로 기판(30)의 재료는 통상적으로 약 4의 유전율을 갖기 때문에,

약 10의 유전율을 갖는 회로 기판에 대한 재료가 또한 도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명 금속화물 구조는 현저하지 않은 정도

로만 변경, 즉 연장될 필요가 있다.

도 2는 외부 배선 없이 도 1에 도시한 안테나(1)의 각종 공명 스펙트럼, 즉, 안테나(1)의 단자(11, 12, 13)가 각각의 경우에

서 다른 방식으로 활성되는 것을 도시하며, 여기서 각각의 경우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단자는 50Ω의 저항에 의해 컷오프

(cut off)된다.

상세하게는, 곡선 A는 제 2 단자(12)(스캐터링 단자) 상에서의 스캐터링 파라미터 s11의 코스를 도시하고, 곡선 B는 제 1

단자(11)(HF 입력 또는 출력) 상에서의 스캐터링 파라미터 s22의 코스를 도시하고, 곡선 C는 제 1 단자(11) 및 제 2 단자

(12) 사이의 전송의 스캐터링 파라미터 s21 또는 s12의 코스를, 각각의 경우에서 주파수의 함수로서 도시한다.

도 2에서 공명 곡선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피던스 대역폭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원리적으로 3개의 대역 GSM900,

DCS1800 및 PCS1900에서 안테나의 동작을 허용한다.

안테나(1)의 효율은 이하 기술하는 바와 같이 제 2 단자(12)(제어 입력) 및 제 1 단자(11)(HF 입력)의 활성에 의해 상당히

증가되거나 또는 최적화될 수 있음이 또한 밝혀졌다.

예를 들어, 920MHz의 주파수인 경우(GSM900 또는 AMPS), 고주파 신호가 제 2 단자(12)에 독점적으로 인가되어, 32.9

퍼센트의 효율이 획득된다. 고주파 신호가 제 1 단자(11)에 독점적으로 인가되는 경우, 37.2 퍼센트의 효율이 획득된다.

한편, 고주파 신호가 그 전력의 관점에서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제 1 단자(11) 및 제 2 단자(12)에 인가되는 경우, 2개

의 신호 성분 사이의 0도의 위상 쉬프트가 주어지면 69.2 퍼센트의 효율이 획득된다. 이것은 약 100 퍼센트의 효율 증가에

상당한다.

그러나, 그에 비해 2개의 신호 성분 사이의 위상 쉬프트가 180도인 경우, 1.92 퍼센트만의 효율이 획득된다.

1820MHz의 주파수(DCS1800/PCS1900)에 대한 다른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고주파 신호가 제 2 단자(12)에 독점

적으로 인가되는 경우 31.1 퍼센트의 효율이 획득된다. 그러나, 고주파 신호가 제 1 단자(11에 독점적으로 인가되는 경우

에는 63.9 퍼센트의 효율이 획득된다. 고주파 신호의 전력이 2개의 단자(11, 12) 상에서 50 퍼센트의 비율로 각각 분할되

는 경우, 2개의 주파수 신호 사이의 0도의 위상 쉬프트가 주어지면 15.9 퍼센트만의 효율이 획득되는 반면, 180도만큼의

위상 쉬프트인 경우 79.0 퍼센트의 효율이 측정된다(즉, 대략 66 퍼센트의 효율 증가).

따라서, 제 1 (낮은) 주파수인 경우 효율 증가는 0도 위상 쉬프트에 의해 성취되는 반면, 제 2 (높은) 주파수인 경우 효율

증가는 180도 위상 쉬프트가 필요하다.

안테나(1)의 제 1 및 제 2 단자(11, 12) 사이의 분리가 약 5㏈인 특정의 값에 현저하게 미만이 아니거나 혹은 현저하게 초

과하지 않는 경우 효율이 특히 상당한 정도로 증가될 수 있음이 또한 밝혀졌다.

이러한 분리가 5㏈ 플러스/마이너스(±) 2㏈의 영역에 있는 경우 효율 개선이 특히 높다.

도 3은, 일례로서, 본 발명에 따른 안테나 모듈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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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은 도 1에 도시한 제 1, 제 2, 제 3 단자(11, 12, 13)를 갖는 안테나(1)를 포함하고, 안테나(1)의 제 3 단자(13)는 회로

기판의 접지 금속화물에 다시 한번 접속된다.

안테나 모듈은 그 입력에서 HF 접속 E에 접속된 전력 분배기(2)를 구비하며, 방출될 HF 전력이 그 HF 접속 E에 공급되거

나, HF 접속 E를 통해 수신된 HF 전력이 소모된다.

전력 분배기(2)에 의해, HF 전력은 바람직하게 50 : 50의 비율로 분할된다. 전력 분배기(2)의 제 1 출력은 제 1 브랜치(1)

에 접속되며 이 제 1 브랜치(1)는 안테나의 제 1 단자(HF 입력)(11)에 접속된다.

전력 분배기(2)의 제 2 출력은 제 2 브랜치(1b)에 접속되고 이 제 2 브랜치(1b)는 안테나(1)의 제 2 단자(제어 입력)(12)

에 전달되며, 제 1 전환 스위치(3), 제 2 전환 스위치(4) 및 위상 쉬프터(5)를 구비하고, 이에 의해 바람직하게는 그 위상의

관점에서 180도만큼 인가된 신호가 쉬프트될 수 있다.

상세하게는, 전력 분배기(2)의 제 2 출력은 제 1 전환 스위치(3)의 스위칭 접촉부에 접속된다. 제 1 전환 스위치(3)의 제 1

출력은 제 2 전환 스위치(4)의 제 1 입력에 접속되는 반면, 제 1 전환 스위치(3)의 제 2 출력은 위상 쉬프터(5)의 입력에 접

속된다. 위상 쉬프터(5)의 출력은 제 2 전환 스위치(4)의 제 2 입력에 접속된다. 마지막으로 제 2 전환 스위치(4)의 스위칭

접촉부는 안테나(1)의 제 2 단자(12)에 접속된다.

이러한 회로에 의해 제 1 및 제 2 전환 스위치(3, 4)를 결합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전력 분배기(2)의 제 2 출력에 존재하는

HF 전력를, 안테나(1)의 제 2 단자(12)(제어 입력)에 직접적으로(제 1 스위치 위치) 또는 180도만큼 위상 쉬프트된 방식

으로(제 2 스위치 위치)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1 또는 제 2 스위치 위치의 선택은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된 주파수 범위의 함수로서 이루어짐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서

안테나(1)의 최적의 효율이 획득된다. 따라서, GSM900 대역(920MHx)인 경우, 제 1 스위치 위치가 선택될 것이고,

DCS1800/PCS1900 대역(1820MHz)인 경우, 제 2 스위치 위치가 선택될 것이다.

도 4 및 도 5는 안테나(1)의 제 1 단자(11) 상에서 측정된 스캐터링 파라미터(반사)의 코스를 이들 2개의 주파수 대역에 대

한 주파수의 함수로서 도시한다. 도 4는 제 1 스위치 위치(위상 쉬프트 없음)에 대한 결과인 코스를 도시하고, 도 5는 제 2

스위치 위치(180도 위상 쉬프트)에 대한 결과인 코스를 도시한다.

도면은 제 1 스위치 위치에서 표명된 최소 값은 약 920MHz 및 약 1320MHz에서 획득되는 반면, 제 2 스위치 위치에서 최

소 값은 약 1320MHz 및 약 1800MHz에서 획득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안테나 모듈은 3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될 수 있으며, 여기서 하측 및 상측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기 위해 2개의 전환 스위치(3, 4)가 동작되어야 한다.

상술한 기능을 획득하기 위해 물론 도 3에 도시한 회로는 상이한 방식으로 또한 구현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수의 안테나 또는 안테나 모듈을 결합하고 송신될 HF 신호에 의해 위상 쉬프트된 방식으로 이들을 활성화

함으로써 전체적인 배치의 지향성 특성에 대해 세트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에 또한 주의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안테나 모듈의 일부로서 안테나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2는 안테나의 각종 스캐터링(scattering) 파라미터의 코스(course)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3은 안테나 모듈의 블록도를 도시하고,

도 4는 제 1 주파수 대역 내의 안테나 모듈의 스캐터링 파라미터의 코스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5는 제 2 주파수 대역 내의 안테나 모듈의 스캐터링 파라미터의 코스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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