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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휴대용 프로세싱 디바이스 내부로 집적될 수 있는 안테나에 관한 것이다. 이 안테나는 도전성 요소를 접지시키

는 전자 디스플레이 금속 지지 프레임(303)과, 이 디스플레이 프레임(303)으로부터 연장된 한 쌍의 방사 요소(301,302)

와, 이 제 1 방사 요소 및 제 2 방사 요소(301,302)에 접속되어 신호를 전달하는 제 1 구성 요소와 디스플레이 프레임

(303)에 접속되어 도전성 수단을 접지시키는 제 2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이중 대역 신호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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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 프로세싱 디바이스 내부로 집적되는 안테나에 있어서,

도전성 요소를 접지시키기 위한 전자 디스플레이 금속 지지 프레임(an electronic display metal support frame)과,

상기 지지 프레임으로부터 연장된 제 1 방사 요소 및 제 2 방사 요소(a first and a second radiating element)와,

제 1 구성 요소와 제 2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신호 전달부━상기 신호 전달부는 상기 제 2 방사 요소에 접속되어 신호를 전

달하는 제 1 구성 요소와 상기 지지 프레임에 접속되어 상기 신호 전달부를 접지시키는 제 2 구성 요소를 포함함━를 포함

하는

안테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방사 요소 및 상기 제 2 방사 요소는 상기 제 1 방사 요소가 상기 제 2 방사 요소 내부에 배치되면서 서로 동일한

중심을 갖도록 형성된

안테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방사 요소는 역 L 형 안테나(an inverted L type antenna)와 슬롯 안테나(a slot antenna) 중 하나인

안테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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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방사 요소는 역 F 형 안테나와 슬롯 안테나 중 하나인

안테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낮은 대역에서 임피던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제 2 방사 요소의 길이의 중간 지점을 향해서 피드 도전체(a feed

conductor)를 위치시키고, 낮은 대역에서 임피던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제 2 방사 요소의 길이의 폐쇄된 단부를

향해서 피드 도전체를 위치시킴으로써 임피던스 정합이 성취되는

안테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전달부는 상기 제 2 방사 요소에 접속된 내부 피드 도전체와 상기 지지 프레임에 접속된 외부 도전체를 갖는 동

축 케이블인

안테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방사 요소 및 상기 제 2 방사 요소는 상기 지지 프레임의 면을 따라서 배치된

안테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방사 요소 및 상기 제 2 방사 요소는 상기 지지 프레임 상을 가로질러 배치된

안테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두 개의 통신 시스템 및 이중 대역 안테나에 접속되어 두 개의 대역으로 동시에 송신할 수 있는 듀플렉서(duplexer)를 더

포함하는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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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집적형 안테나 장치에 있어서,

집적형 이중 대역 안테나를 갖는 전자 디스플레이의 후방에 배치된 도전성 RF 차폐 박막(a conductive RF shielding foil)

과,

슬롯 안테나를 형성하는 홀(hole)을 부분적으로 가로질러 연장된 피드부를 포함하는

집적형 안테나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신호 전달 수단을 더 포함하되,

상기 신호 전달 수단은 상기 피드부에 접속되어 신호를 전달하는 제 1 구성 요소와 상기 피드부를 대향하고 있는 상기 RF

박막에 접속되어 상기 신호 전달 수단을 접지시키는 제 2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집적형 안테나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전달 수단은 상기 피드부에 접속된 내부 도전체와 상기 피드부와 대향하고 있는 RF 박막에 접속된 외부 도전체

를 갖는 동축 케이블인

집적형 안테나 장치.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임피던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상기 안테나 장치의 길이의 중간 지점을 향해서 피드 도전체를 위치시키고 임피던스를 감

소시키기 위해서 상기 안테나 장치의 단부를 향해서 피드 도전체를 위치시킴으로써 임피던스 정합이 성취되는

집적형 안테나 장치.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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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임피던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상기 안테나 장치의 길이의 개방된 단부를 향해서 피드 도전체를 위치시키고 임피던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기 안테나 장치의 폐쇄된 단부를 향해서 피드 도전체를 위치시킴으로써 임피던스 정합이 성취되는

집적형 안테나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안테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이동형 컴퓨터 디바이스를 위한 이중 대역 안테나(a dual-band antenna)에 관한 것

이다.

배경기술

통상적으로, 랩탑 디바이스는 다른 랩탑 디바이스, 데스크탑 컴퓨터, 서버 또는 프린터와 같은 다른 프로세싱 디바이스와

통신하기 위해서 유선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 유선 케이블 없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요하다. 도 1은 두 개의 가

능한 외부 안테나를 도시하고 있다. 보다 양호한 무선 주파수 클리어런스(RF clearance)를 위해서 안테나는 랩탑 디스플

레이(100)의 상부에 위치할 수 있거나, PCMCIA 카드(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card)(101)의 바로 외부측에(점선으로 표시됨) 위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테나가 디스플레이(100)의 상부 상에 실장

되는 경우에 랩탑 디바이스는 최적의 무선 성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안테나는 내부 안테나에 비해 일반적

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며 손상되기도 쉽다. 이와 달리, 내부 또는 내장형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외부 안테나 만큼 양호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내장형 안테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은 안테나를 랩탑 디바이스의 임의의 금

속 구성 요소로부터 멀리 배치하는 것이다. 랩탑 디바이스의 설계 사항 및 안테나의 타입에 따라서, 안테나와 금속 구성 요

소 간의 거리는 최소 10 mm 일 수 있다. 도 2는 몇 개의 가능한 내장형 안테나 구현 방법을 도시한다. 통상적으로는 두 개

의 안테나가 사용되지만, 한 개의 안테나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하다. 한 실례에서, 두 개의 안테나가 디스플레

이의 좌측(200) 및 우측(201) 상에 배치된다. 안테나 하나를 사용하는 대신에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디스플레이에서 유발

되는 수신 방해가 몇 개의 방향에서 감소될 수 있으며 이로써 통신 시스템은 공간적으로 다양한 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

나, 랩탑 디바이스의 크기는 안테나를 수용하기 위해서 보다 커지게 된다. 다른 구성으로, 하나의 안테나는 디스플레이의

한 측면(200 또는 201) 상에 배치되고 나머지 안테나는 디스플레이의 상부(202)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안테나를 배

치하게 되면 사용된 안테나 설계에 따라서 안테나 분극화 발생이 다양하게 된다.

최근에, 무선 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2.4 GHz Instrument, Scientific, Medical(ISM) 대역이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다. 실례로서, 수 많은 랩탑 컴퓨터가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및/또는 고정용 전자 디바이스와 케이블로 접속하는

대신에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할 것이며 무선 LAN(WLAN)을 위해서 IEEE 802.11b를 사용할 것이다. 802.11b 디바이스

가 사용되면, 2.4 GHz 대역은 데이터 레이트를 11Mbps 까지 제공할 수 있다. 보다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위해서, 5GHz

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U-NII) 대역이 사용될 수 있다. U-NII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레이트를

54Mbps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이 두 대역에서 동작하는 이중 대역 안테나가 점점 필요해지고 있다. 셀룰러 애플리

케이션에 있어서, 단일 피드(one feed)를 갖는 이중 대역 안테나가 다수의 피드를 갖는 안테나에 비해 몇 개의 유리한 점을

갖는다.

프로세싱 디바이스들 간의 무선 통신이 점점 인기를 얻으며 복잡해짐에 따라서, 저렴하게 제조되고 신뢰할만한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는, 조밀하게 집적된 이중 대역 안테나가 필요해지고 있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휴대용 프로세싱 디바이스 내부로 집적되는 안테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라, 안테나는 도전성

요소를 접지시키기 위한 전자 디스플레이 금속 지지 프레임(an electronic display metal support frame)과, 이 지지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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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부터 연장된 제 1 방사 요소 및 제 2 방사 요소(a first and a second radiating element)와, 제 2 방사 요소에 접속

되어 신호를 운반하는 제 1 구성 요소와 지지 프레임에 접속되어 도전성 수단을 접지시키는 제 2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신

호 전달용 도전체를 포함한다.

제 1 방사 요소 및 제 2 방사 요소는 제 1 방사 요소가 제 2 방사 요소 내부에 배치되면서 서로 동일한 중심을 갖도록 형성

된다. 제 1 방사 요소는 역 L 형 안테나(an inverted L type antenna)와 슬롯 안테나(a slot antenna) 중 하나이다.

제 2 방사 요소는 역 F 형 안테나와 슬롯 안테나 중 하나이다.

낮은 대역에서 임피던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 2 방사 요소의 길이의 중간 지점을 향해서 피드 도전체(a feed

conductor)를 위치시키고, 한편 낮은 대역에서 임피던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 2 방사 요소의 길이의 폐쇄된 단부를

향해서 피드 도전체를 위치시킴으로써 임피던스 정합이 성취된다.

바람직하게는, 신호 전달 수단은 제 2 방사 요소에 접속된 내부 피드 도전체와 지지 프레임에 접속된 외부 도전체를 갖는

동축 케이블이다.

제 1 방사 요소 및 제 2 방사 요소는 실질적으로 지지 프레임의 면을 따라서 배치된다. 제 1 방사 요소 및 제 2 방사 요소는

지지 프레임 상을 실질적으로 가로질러서 배치된다.

안테나는 두 개의 통신 시스템 및 이중 대역 안테나에 접속되어 두 개의 대역으로 동시에 송신할 수 있는 듀플렉서

(duplexer)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집적형 이중 대역 안테나를 갖는 전자 디스플레이의 후방에 배치된 도전성 RF 차폐 박막(a

conductive RF shielding foil)과, 슬롯 안테나를 형성하는 홀(hole)을 부분적으로 가로질러 연장된 피드부를 포함하는 집

적형 안테나 장치가 제공된다.

이 안테나 장치는 피드부에 접속되어 신호를 전달하는 제 1 구성 요소와 피드부를 대향하고 있는 RF 박막에 접속되어 도

전성 수단을 접지시키는 제 2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신호 전달 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 신호 전달 수단은 피드부에 접속된 내부 도전체와 피드부와 대향하고 있는 RF 박막에 접속된 외부 도전체를 갖는 동축

케이블이다.

임피던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안테나 장치의 길이의 중간 지점을 향해서 피드 도전체를 위치시키고 임피던스를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안테나 장치의 단부를 향해서 피드 도전체를 위치시킴으로써 임피던스 정합이 성취된다.

바람직하게는, 이 안테나 장치는 피드부에 접속된 신호를 전달하는 제 1 구성 요소와 피드부를 대향하고 있는 RF 박막에

접속된 도전성 수단을 접지시키는 제 2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신호 전달 수단을 더 포함한다. 여기서, 이 신호 전달 수단은

피드부에 접속된 내부 도전체와 피드부와 대향하고 있는 RF 박막에 접속된 외부 도전체를 갖는 동축 케이블이다.

임피던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안테나 장치의 길이의 개방된 단부를 향해서 피드 도전체를 위치시키고 임피던스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안테나 장치의 폐쇄된 단부를 향해서 피드 도전체를 위치시킴으로써 임피던스 정합이 성취된다. 본 발명

의 안테나 장치는 도전성 요소를 접지시키는 전자 디스플레이 금속 지지 프레임과, 이 디스플레이 프레임으로부터 연장된

한 쌍의 방사 요소와, 제 1 방사 요소 및 제 2 방사 요소에 접속된 신호를 운반하는 제 1 구성 요소와 디스플레이 프레임에

접속된 도전성 수단을 접지시키는 제 2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이중 대역 신호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안테나는 ISM 대역 애플리케이션 및 U-NII 대역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계되지만, 이중 대역

셀룰러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신호 대역 안테나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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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 요소를 추가시킴으로써 이중 대역 안테나 성능이 발휘된다. 이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중 대역 안테나의 크

기는 단일 대역 안테나보다 크지 않다. 이중 대역 안테나는 가령 800 MHz 및 1900 MHz 또는 2.45 GHz 및 5 GHz와 같은

두 개의 주파수에서 동작할 수 있다.

도 3은 x-y(폭-높이) 면에서, 실질적으로 지지 프레임의 면을 따라서 배치된, 디스플레이 프레임에 대해 평행인 두 개의

이중 안테나(301,302)를 도시한다. 도 4는 지지 프레임 상을 (x-y 면에 대한 z 면에서) 실질적으로 가로질러 배치된, 지지

프레임에 대해 수직인 두 개의 이중 대역 안테나(401,402)를 도시한다. 각 안테나는 디스플레이 프레임(303) 상에 실장된

다. 디스플레이(303)의 후방 상에 배치된 금속 지지부 및/또는 RF 차폐 박막이 안테나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다. 평행 안

테나 또는 수직 안테나가 산업적 설계 상의 필요에 따라서 구현될 수 있다. 이 평행 안테나 및 수직 안테나는 유사한 성능

을 갖는다. 또한, 가령 동일한 디바이스 상에 실장된 수직 슬롯 안테나 및 평행 역 F형 안테나와 같은 다양한 안테나가 함께

구현될 수 있다.

공간이 한정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도 5 및 도 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중 대역 역 F형 안테나(가령, 501-502, 601-

602)가 사용될 수 있다. 역 F형 안테나의 길이는 슬롯 안테나의 길이의 약 절반이다.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역 F형 안테나

는 넓은 SWR(standing wave ratio) 대역폭을 가지지만, 그의 이득값은 통상적으로 슬롯 안테나의 이득값보다 작다.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와 역 F형 이중 대역 안테나 모두의 경우, 낮은 대역에서 임피던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피드 라인을 안

테나의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임피던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피드 라인을 안테나의 단부로 이동시킴으로써 임피던스 정합

이 성취된다.

도 7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역 F형 이중 대역 안테나는 랩탑 디스플레이 프레임, 디스플레이 후방 상의 금속 지지

구조물 또는 다른 RF 차폐 박막에 의해 제공되는 접지 플레이트(또는 지지 프레임, 701)를 포함한다. 이중 대역 안테나[제

1 방사 요소(704, 708) 및 제2 방사 요소(702, 703)]는 하나의 얇은 와이어로 형성될 수 있거나 금속 시트로부터 스탬프

(stamp)될 수 있다. 또한, 동축 케이블(706)의 내부 도전체(또는 제1 구성 요소, 705)가 도시된다. 동축 케이블(706)의 외

부 금속 실드(제2 구성 요소 또는 외부 도전체, 707)는 접지 플레이트(701)에 접속된다. 본 발명에서 제공된 안테나 구조

물은 PCB(인쇄 회로 기판) 상에서 쉽게 구현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의 일반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는 역 F형 안

테나 요소 및 외부 루프를 폐쇄시키는 추가 요소(801)를 포함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슬롯 대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의 일반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슬롯 대 슬롯 이중 대역 안테

나는 슬롯 안테나 요소 및 내부 루프를 폐쇄시키는 추가 요소(901)를 포함한다.

도 10a는 역 F형 이중 대역 안테나의 동작 원리를 설명한다. H + L1은 저주파수 대역의 중앙에서의 파장의 약 1/4이다.

S1를 증가시키면(피드 라인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낮은 대역에서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가 증가한다. 폭 W를 작게 함

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L1의 길이를 증가시키면 낮은 대역에서 공진 주파수가 감소된다. L2 + (H-S)는 고주

파수 대역의 중앙에서의 파장의 약 1/4이다. 분리 길이 S 및 S2가 높은 대역에서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 정합을 결정한

다. 도 10b에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높은 대역에서 다음과 같이 임피던스가 변경될 수 있다. 즉, 에지 A를 위로 이동시

키면 임피던스가 증가하고 에지 B를 아래로 이동시키면 임피던스가 감소하며, 에지 C를 좌측으로 또는 피드 라인을 향해

이동시키면 임피던스가 증가한다. 라인 스트립의 폭을 크게 하거나 H를 크게 하면 두 대역에서 안테나의 대역폭이 증가된

다.

본 발명에 따른 이중 대역 안테나의 경우, 입력 임피던스 정합은 특히 분리 길이 S 및 S2와 높이 H를 포함하는 인자들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안테나 대역은 임피던스 정합과 관계된 세부 사항에 영향을 주는데, 가령 2.4 GHz 대역 안테나에

서 관측된 세부 사항은 5 GHz 대역 안테나에서 관측된 세부 사항과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이중 대역 안

테나에 대한 입력 임피던스 정합은 실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상이한 안테나에 대한 실험 및 이와 관계된 세부 사항은

본 발명의 조명하에서 본 기술의 당업자에게 분명해질 것이다.

도 11은 슬롯형 이중 대역 안테나의 동작 원리를 도시한다. 이 경우에, 2H + L1은 저 주파수 대역의 중앙에서의 파장의 약

1/2이다.

도 12는 슬롯 대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의 동작 원리를 도시한다. 이 경우에, 2H + L1은 저 주파수 대역의 중앙에서의 파

장의 약 1/2이며, L2 + 2(H-S)는 고 주파수 대역의 중앙에서의 파장의 약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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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및 도 12의 안테나 구조물에서의 안테나 임피던스 및 공진 주파수는 도 10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조될 수 있

다.

도 13은 금속 시트 또는 제조된 PCB로부터 스탬프된 가능한 안테나 구성을 도시한다. 이 구성은 역 F형 안테나(1301), 슬

롯 안테나(1302), 슬롯 대 슬롯 안테나(1303)를 포함한다.

도 14는 디스플레이의 후방 상의 RF 차폐 박막(1401) 상에 구축된, 도 13에 따른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 슬롯 대 슬롯 이

중 대역 안테나, 역 F형 이중 대역 안테나의 실례(즉, 집적형 안테나 장치)를 도시한다. 집적형 안테나 장치는 슬롯 안테나

를 형성하는 홀(hole)을 부분적으로 가로질러 연장된 피드부를 포함한다. RF 차폐 박막 상에서 구축된 안테나들이 바람직

한 효율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박막 물질은 알루미늄, 구리, 황동, 금과 같은 양호한 도전성을 가져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이중 대역 안테나는 가령 0.01" GETEK PCB 상에 구축될 수 있다. 이 GETEK PCB 기판은

가령 0.3 GHz 내지 6 GHz 주파수 범위에서 0.014 로스 탄젠트(loss tangent) 및 3.98 유전 상수를 갖는다. 도 15는

GETEK PCB 상에 제조된 이중 대역 안테나의 실례를 도시한다. 이중 측면의 PCB가 도시되었지만, 단일 측면의 PCB가

사용될 수도 있다. 후방측(1501) 상에서 스트립이 제거되어도 안테나 성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스트립은 가령 구리

와 같은 임의의 도전성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도 16 및 도 17은 각기 2.4 GHz 및 5 GHz에서 측정된 안테나의 SWR을 도시한다. 안테나는 2.4 GHz 대역(2.4 - 2.5

GHz)을 완전하게 커버하기에 충분한 2:1 SWR 대역폭을 갖는다. 5 GHz 대역(5.15 - 5.35 GHz)에서의 2:1 SWR 안테나

대역폭은 그 대역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역은 최적화 단계와 함께 완전하게 커버될 수 있다.

표 1은 상이한 주파수에서 측정된 이중 대역 안테나 이득값을 도시한다.

[표 1]

도 18 및 도 19는 각기 2.45 GHz 및 5.25 GHz에서의 수평면 방사 패턴을 도시하다. 2.45 GHz에서 안테나는 수직 분극화

및 수평 분극화를 갖지만 5.25 GHz에서 안테나는 실질적으로 수직 분극화를 갖는다. 이 방사 패턴에 대한 랩탑 디스플레

이의 영향은 분명하다. 실선은 수평 분극화에 대한 것이며, 점선은 수직 분극화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대시 도트 선(━ㆍ

━)은 총 방사 패턴이다. 방사 패턴에서, H, V, T는 각기 수평 전계, 수직 전계, 총 전계를 말한다. 도 18 및 도 19의 범례에

서, 슬래시(/) 앞의 숫자는 평균 이득 값이며, 슬래시 뒤의 숫자는 수평면 상에서의 피크 이득값이다.

도 20은 랩탑 컴퓨터가 개방되고 디스플레이(2001-2005)와 베이스(2006-2010) 간의 각이 90도일 때 도 18 및 도 19에

서 도시된 방사 측정에 대응하는 랩탑 배향을 도시한다.

도 21에서, 가령 PCB 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듀플렉서와 이중 대역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두 개의 통신 시스템이 동시에

동작할 수 있다. 랩탑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두 개의 대역은 2.4 GHz ISM 대역의 블루투스(IEEE 802.11b)를 위한 저 대

역과 U-NII 대역의 IEEE 802.11a를 위한 고 대역이다. 다른 대역 조합도 본 발명의 조명하에서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게 분명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랩탑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집적형 이중 대역 안테나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

에 대한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상술한 가르침의 조명 하에서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경

은 첨부된 청구 범위에서 규정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외부 안테나를 갖는 랩탑 컴퓨터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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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슬롯 내장형 안테나를 갖는 랩탑 컴퓨터의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프레임의 면을 따라서 배치된 두 개의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를 도

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프레임 상을 가로질러 배치된 두 개의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를 도

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프레임의 면을 따라 배치된 두 개의 역 F형 이중 대역 안테나를 도

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프레임 상을 가로질러 배치된 두 개의 역 F형 이중 대역 안테나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역 F형 이중 대역 안테나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슬롯 대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의 도면,

도 10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역 F형 이중 대역 안테나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10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역 F형 이중 대역 안테나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이 실시예에 따른 슬롯 대 슬롯 이중 대역 안테나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능한 안테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RF 박막 상에 구축될 수 있는 안테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CB 구현을 도시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2.4 GHz 대역에서 측정된 SWR을 도시한 그래프,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5 GHz 대역에서 측정된 SWR을 도시한 그래프,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2.45 GHz에서 측정된 방사 패턴을 도시한 그래프,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5.25 GHz에서 측정된 방사 패턴을 도시한 그래프,

도 20은 도 18 및 도 19에서의 방사 패턴 측정을 위한 안테나의 배향을 도시한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듀플렉서의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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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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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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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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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등록특허 10-0661892

- 13 -



도면15

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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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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