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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에스엠과 디씨에스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다중-삼각 안테나

요약

본  발명의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AMD)는  주로  GSM과  DCS  셀룰러  전화  시스템의  기지국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양 밴드에서 모두 또는 어느 하나에서 작동하는 셀의 사용자에게 유효 통화범위
(radioelectric coverage)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복사 요소(radiating element)가 꼭지점에 의해
서만 연결된 다수개의 삼각형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테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안테나의 기
능은  890~960  ㎒  의  GSM과  1710~1880  ㎒  의  DCS  셀룰러  전화통신  시스템  각각에  대응하는 전파
(radioelectric) 스펙트럼 밴드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1

색인어

듀얼  안테나,  GSM,  DCS,  다중-삼각(multitriangular)  ,  셀룰러  전화통신,  기지국,  안테나, 복사요소
(radiating element),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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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본  발명은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에  관한  것으로,  이것의  신규한 
제조, 구조, 설계 특성이 최대의 안전성과 효율로 그것이 특히 내포되어져 왔던 목적을 달성한다.

특히, 본 발명은 꼭지점들이 연결된 다수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안테나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주파수 
890~960 ㎒ 의 GSM 셀룰러 전화통신 밴드와 주파수 1710~1880 ㎒ 의 DCS 셀룰러 전화통신 밴드를 동시에 
커버한다.

1864년 제임스 씨. 맥도웰이 전자기학의 법칙을 발표한 이후에, 지난 세기 말부터 안테나는 발전해 왔다. 
하인리히 헤르쯔에 의해 1886년 첫 번째 안테나가 발명되었는데, 그는 이 안테나로 공기 중에서 전자기파
를 송신하는 것을 보였다. 20세기 60년 초두에 초기의 주파수-독립 안테나들이 발견되고 (E.C.Jordan, 
G.A.Deschamps, J.D.Dyson, P.E.Mays, "광대역 안테나의 발달", IEEE Spectrum, vol1 pages 58-71, April 
1964; V.H.Rumsey, "주파수-독립 안테나", New York Academic, 1966; R.L.Carrel, "대수-주기 이극 안테
나 배열의 설계와 해석", Tech. Rep. 52, University of Illinois Antenna Lab., Contract AF33 (616)-
6079, October 1961; P.E.Mays," 주파수-독립 안테나와 그것의 광대역 유도물(derivative)", proc. IEEE, 
col. 80, No.1, January 1992), 나선, 루프. 콘, 대수-주기 그룹들이 광대역 안테나를 만드는 데에 적용
되었다. 결과적으로, 프렉탈(fractal) 또는 멀티프렉탈(multifractal)형 안테나가 1995년에 소개되었다.
(프렉탈(fractal)  또는  멀티프렉탈(multifractal)이라는  용어는  B.B.Mandelbrot의  책  '자연의 프렉탈
(fractal : 차원분열도형) 기하학', W.H.Freeman 그리고 Cia, 1983 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안테나는 그 형태에 의해 다주파 성능을 갖고, 어떤 경우에는 본원인의 특허 No. 9700048 에 기술된 
바와 같이 소형이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안테나는 상기 프렉탈(fractal) 안테나에 기초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꼭지점을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는 몇 개의 삼각형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복사요소
(radiating element)를 갖는 안테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의 기능은 890~960 ㎒ GSM과 1710~1880 ㎒ 
DCS 셀룰러 전화통신 시스템 각각에 대응하는 전파(radioelectric) 스펙트럼 밴드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다.

최근에 GSM 시스템이 텔레포니카(Movistar system)와 에어텔을 사업자로 하여 스페인에서 사용되고 있다. 
DCS 시스템은 1998년에 절반정도 가동되리라 예상되는데, 상기의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여기에 대응
하는 1710~1880 ㎒ 의 밴드에서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이후 "AMD"라 약칭)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 시스템 모두의 
기지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양 밴드에서 모두 또는 어느 하나에서 작동하는 셀의 사용자에게 유효 통화범
위(radioelectric coverage)를 제공한다.

GSM과 DCS 시스템에서 종래의 안테나는 단지 하나의 밴드에서만 작동하여, 같은 셀 내에서 두 밴드를 모
두 커버하려면 두 개의 안테나를 필요로 한다. AMD는 두 밴드에서 동시에 작동하므로, 두 개의(한 밴드 
당 하나) 안테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셀룰러 시스템 시설 비용이 감소되고 도시 및 시골 경관에 끼
치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최소화된다.  

이러한 안테나의 주요특성은:

-  꼭지점에 의해 연결되어 큰 삼각형 구조물을 구성하는 세 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다중-삼각 모양. 

- 각 두 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에 충분히 유사한 두 밴드(GSM과 DCS)에서의 전파
(radioelectric) 동작. (입력 임피던스와 복사 다이어그램)

다른 안테나와 반대로, AMD에서 다주파 성능은 하나의 복사요소(다중-삼각 요소)를 통해 얻어진다. 이것
은 안테나를 많이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리하여 비용과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두  다른  경우에,  AMD  안테나가  두  버전으로  제공된다:  지붕에  수평  부착되고  전방향 다이어그램
(omnidirectional diagram)을 갖는 제1버전(이후 'AMD1' 이라 약칭), 벽이나 파이프에 수직 부착되고 부
채꼴방향 다이어그램(sectorial diagram)을 갖는 제2버전(이후 'AMD1' 이라 약칭).

전자의 경우, 다중-삼각 요소는 전도성 그라운드 판 위에 모노폴(monopole) 구조로 설치되고, 후자의 경
우, 다중-삼각 요소는 전도성 그라운드 판에 평행한 패치(patch)와 같은 구조로 설치된다.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는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도성 다중-삼각 요
소, 다중-삼각 요소와 안테나 액세스 커넥터를 서로 연결시키는 커넥션 망(network), 전도성의 그라운드 
판.

상기  안테나의 독창적인 특성은,  세  개의  삼각형을 연결시킴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사  요소(radiating 
element)이다. 삼각형들이 꼭지점에 의해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든다. 복사 요소는 전
도성 또는 초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진다. 예로서,(여기에 제한하는 것은 아님) 다중-삼각 구조물은 구리 
또는 놋쇠 판으로, 또는 유전성 기판 위의 회로판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커넥션 망(network)의 주요 역할은 다중-삼각 요소와 안테나 커넥터를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용
이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다중-삼각 요소의 고유 임피던스를, 안테나와 송수신 시스템
과 연결시키는 케이블의 임피던스(전형적으로 50 옴)에 맞추는 것이다.

전도성 그라운드 판은, 다중-삼각 요소와 함께, 적절한 복사 빔(beam) 형태를 얻기 위해 안테나의 형태를 
형성한다. AMD1 모델에서, 다중-삼각 요소는 그라운드 판에 수직으로 부착되고 수평 평면에서 전방향 다
이어그램(omnidirectional diagram)을 제공한다(상기 그라운드 판을 수평 기준면으로 잡을 때). 그라운드 
판은 방사상의 대칭성 때문에 원형이 선호되고, 이것은 전방향성(omnidirectionability)을 증대시키지만, 
그라운드 판의 모양은 중요 인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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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2 모델에서는, 다중-삼각 요소는 그라운드 판에 평행하게 배치되고, 부채꼴방향 다이어그램(sectorial 
diagram)을 제공한다. 또한, 양쪽 가장자리에서 그라운드 판에 수직으로 금속플랜지가 부착될 수 있다. 
상기 플랜지는 복사 빔(beam)을 수평평면에서 좁게 하는데 기여하는데, 플랜지의 높이를 증대시켜 폭 치
수를 줄인다.

사용될 금속은, 전파적인(radioelectric) 견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AMD1 모델의 경우 가볍고, 전도성
이 좋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선호된다.

안테나의 이중 동작, 즉 GSM과 DCS 밴드에서 전파(radioelectric) 특성의 반복은 삼각 요소의 독특한 모
양에 기인하여 얻어진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밴드의 동작 주파수는 구조의 삼각형 외곽의 높이에 의해 
결정되고, 두 번째 밴드의 주파수 위치는 하부쪽 입방의 금속 삼각형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발명의 더 많은 부분과 특성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설명에서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설명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능한 실시례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만 제한되
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설명은 어떠한 제한이 아닌 예시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발명 실시예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0: 전방향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omnidirectional dual multitriangular antenna), 11: 다중-삼각 복사 
요소(multitriangular radiating element), 12: 커넥션 망(network), 13: 커넥터, 14: 그라운드 판, 15: 
어댑테이션 망(adaptation network), 16: 발포물(rigid foam), 17: 부채꼴방향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18: 삼각구멍, 19: 상부 삼각형, 20: 하부 삼각형  

도 1은 AMD1 전방향 안테나(10)의 구조를 보인다. 안테나는 그라운드 판(14)에 수직으로 설치된다.

도 2는 AMD2 부채꼴방향 안테나(17)의 구조를 보인다. 다중-삼각 복사 요소(11), 그라운드 판(14)과 커넥
션 망(network)(12)이 상기 도 2에 나타나 있다. 안테나(17)는 수평 평면(14)에 평행하게 설치된다.

도 3은 AMD1과 AMD2 안테나 모델 각각의 실시례를 보인다.

도  4는  GSM과  DCS  밴드에서의  안테나의  전파(radioelectric)  동작을  요약한  것이다(각각 그래프(a)와
(b)).

도  5는  GSM과  DCS  밴드에서의 전형적인 복사 다이어그램을 보이는데,  둘  다  수직평면에서는 이열편의
(bilobate) 구조를, 수평평면에서는 전방향 분포를 보인다. 

도 6은 부채꼴방향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AMD2)의 실시례를 보인다.

도 7은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의 실시례의 전형적인 전파(radioelectric) 동작을 보이는데, GSM과 DCS에
서 ROE가 전형적으로 1.5보다 낮다.

도 8은 GSM과 DCS 두 타입의 안테나의 복사 다이어그램을 보인다.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의 두 특정 작동 모드(AMD1과 AMD2)는 다음에서 설명되어진다.

AMD1 모델(10)은, 수평 평면에서 전방향 복사 다이어그램을 갖는 듀얼 다중-삼각 모노폴(monopole)로 구
성된다. 다중-삼각 구조물은 두께가 2㎜이고, 외곽이 11.2㎝의 높이를 갖는 정삼각형의 형태인 구리판으
로 구성된다. 역시 삼각형 형태인 구멍(18)이, 상기 삼각형 구조물 내에 형성되는데, 높이가 36.6㎝이고, 
메인 구조물과는 역방향이며, 도 1에서 도 3에 보인 바와 같이 꼭지점에 의해 서로 연결된 세 삼각형(19-
20)을 만든다. 이 세 삼각형 중 큰 삼각형(20)도 역시 정삼각형이고 높이가 75.4㎝이다.

다중-삼각 요소(11)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직경 22㎝의 원형 그라운드 판에 수직으로 설치된다. 구조물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유전체 기둥으로 지지되어, 구조물이 중앙 구멍에서 가장 먼 꼭지점이 원형 그라운드 
판(14)의 중앙에 대해 3.5㎜ 높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두 지점(안테나의 꼭지점과 그라운드 판(14)의 중
앙)이 커넥션 망(network)(12)이 연결되는 터미널을 형성한다. 그 지점에서, 안테나(10)가 GSM과 DCS 밴
드의 중앙 주파수로 공진하게 되고, 전형적인 250옴의 임피던스를 갖는다. 그라운드 판(14)과 복사 요소
(11) 사이의 공간은 사용될 커넥션 망(network)(12)에 따라 다르다.

커넥션 망(network)(12)과 어댑테이션 망(network)(15)은 광대역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로, 몇 개의 전송 
라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기술된 특별한 경우에, 네트워크는 주파수 1500 ㎒에서 파장의 1/4에 대
응하는 전기길이의 전송 라인 두 부분으로 형성된다. 안테나에 가까운 전송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는 110 
옴이고, 두 번째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는 70 옴이다. 상기 커넥션 망의 특별한 형태는, 두께가 3.5㎜, 제
1부분의 크기가 62.5 ×2.5㎜ 이고 제2부분의 크기는 47 ×8㎜ 인(유전체 유전율은 1.25), 발포물 형태 
기판 위의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이다. 안테나 끝단 반대쪽의 망(network) 끝단은, 후면에서 그라운드 판
에 수직으로 설치된 50옴 축방향 커넥터에 연결된다. N-타입 커넥터(GSM 안테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됨)
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안테나에 양 밴드를 위한 단일 커넥터가 제공된다. 종래의 다이플랙스 커넥터를 
부가하여, 2-커넥터 안테나(한 밴드 당 하나)로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적으로, 안테나는, 전자기 복사(electromagnetic radiation)가 투과하는 유전성 레이돔(radome)으로 
덮일 수 있는데, 이것의 기능은 커넥션 망(connection network)과 복사요소(radiating element)를 외부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지붕에 고정시키는 데에 여러 종래 기술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평 평면의 외곽에 형성된 
세 개의 고정 나사용 구멍을 통해 고정시킬 수 있다.

GSM과 DCS 밴드에서 정재파 비율, ROE 가 도 4에 나타나 있는데,  해당 밴드 전체에서 ROE 가 1.5이다.

도 5는 두 개의 전형적인 복사 다이어그램을 보인다. 수평 평면에서의 전방향 동작과 수직 평면에서 전형
적인 이열편의(bilobate) 다이어그램을 보이는데, 전형적인 안테나의 지향성은 GSM 밴드에서는 3.5 dBi 
이고, DCS 밴드에서는 6dBi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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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의 동작이 두 밴드에서 유사하다는 사실(ROE와  다이어그램, 둘 다에 있어서)이 강조되어지고, 이
것이 안테나를 듀얼안테나로 변환시키는 요인이다.

AMD2 모델(17)은, 수평 평면에서 부채꼴방향 복사 다이어그램을 갖는 듀얼 다중-삼각 패치 형태의(patch-
like) 안테나로 구성된다.  

다중-삼각 구조물(11)(안테나의 패치)은 표준 유리섬유로 만든 회로판에 인쇄되고, 외곽은 14.2㎝ 높이의 
정삼각형 형태인, 구리판으로 구성된다. 상기 삼각형 구조물(11)에서 중앙 삼각형 부분(18)은 금속이 없
도록 인쇄되고, 이 부분은 높이가 12.5㎝이며, 메인 구조물에 역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형성된 구조
물은 도 6에서와 같이 꼭지점에 의해 서로 연결된 세 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된다. 세 삼각형 중 큰 삼각형
도 역시 정삼각형이고 높이가 10.95㎝ 이다(도 2).

다중-삼각 패치(11)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20 ×15 ㎝의 사각 그라운드 판(14)에 평행하게 설치된다. 패치
(patch)와 그라운드 판 사이의 공간은 3.5 ㎝인데, 지지부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네 개의 유전체 스페이서
(spacer)에 의해 유지된다.(도 2에 나와 있지 않음) 그라운드 판(14)의 양측에 높이가 4㎝인 직사각형 단
면의 플랜지가 부착되는데, 이것은 수평 평면에서 복사 빔(beam)을 좁게 만든다.

안테나 연결은 두 지점에서 수행된다. 첫 번째 지점은 이등분선 상에 꼭지점에서 16㎜ 떨어진 곳이고 DCS 
밴드에서 공급 포인트를 형성한다. 두 번째 지점은 구조물의 두 대칭 삼각형의 어느 한쪽에 위치하는데, 
바깥쪽 꼭지점에 대해 수평 방향에서 24㎜ 의 공간을, 수직방향에서 큰 측에 대해 14㎜ 의 공간을 유지하
는 곳으로, GSM 밴드에서 공급 포인트를 형성한다.

이 지점들에의 연결은 1㎜ 단면의 전도성 와이어를 통해 수행되는데, 패치에 수직으로 부착된다.

GSM 포인트에서, 와이어의 한쪽 끝은 패치에 용접되고 다른 쪽 끝은 복사 요소와 액세스 커넥터를 서로 
연결시키는 회로에 용접된다. DCS 밴드에서, 와이어는, 예를 들면, 50옴 동축 케이블의 중앙 전도체를 구
비하고, 외측 전도체는 주위에 직경 4.5㎜인 원형의 공기 크라운(crown)을 유지하며 그라운드 판의 외측 
표면에 연결되어, 전도성 와이어와 패치가 직접 접촉이 불가능하게 한다.

이 경우에, 전도성 와이어와 패치 사이의 결합은 용량성(capacitive) 결합이다.

와이어를 패치 구멍의 중앙 안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낮은 유전체 유전율(유전율=1.25)을 갖는 직사각형 
발포물이, 전도체를 패치 구멍의 중앙으로 안내하는 직경 1 ㎜ 인 구멍이 형성된 패치의 내부면에 부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구멍은, 직사각형 발포제(16)에 의해 제공되는 용량성(capacitive) 효과의 증대를 보상
하기 위해 4.5㎜에서 5.5㎜로  넓혀진다.

유전율이 1.25가 아닌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구멍은 어댑테이션 영역(adaptation zone)을 DCS 밴드
로 맞추기 위해, 그 크기가 적절히 재조정되어야한다.

GSM 공급 포인트와 안테나 액세스 커넥터(13)와의 상호 연결은 어댑테이션-변환(adaptation-
transformation) 임피던스 망(15)을 통해 수행된다(도 3). 

이 망(network)은 기본적으로, 925 ㎒ 주파수에서 파장의 1/4에 대응하는 전기 길이를 갖고 65옴의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전송 라인으로 구성된다. 라인의 한쪽 끝은, 다중-삼각 패치에 연결된 전도성 와이어에 
용접되고, 다른 쪽 끝은 그라운드 판의 뒤쪽 표면에 부착된 N-타입 커넥터(13)에 용접된다. 선택적으로, 
커넥터(13)는, 반대쪽 끝에 커넥터를 갖는 50옴의 전송 라인 다발(예를 들면, 반경식(semirigid) 동축 케
이블)로  대체되어질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  N-타입  커넥터의  위치가  트랜스포머  망(transformer 
network)의 위치에 상관없이 정해질 수 있다.

다른 어댑테이션 망(adaptation network)의 특수한 형태는, 1/50 지멘스의 컨덕턴스를 가질 수 있도록, 
적당한 길이를 갖는 50옴 전송 라인으로 구성되는데(예를 들면, 미세축형(microaxial-type) 케이블), 스
터브(stub)가 병렬로 삽입되고(다른 적당한 길이의 50옴 라인) 이것은 첫 번째 라인 출력에서 잔존하는 
리액턴스를 상쇄한다.

GSM과 DCS 커넥터 사이의 분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병렬 스터브(stub)가 DCS 와이어 커넥터 베이스에 연
결된다.  이것은 중앙 DCS 주파수에서 파장의 절반과 같은 전기 길이를 갖고 개방회로로 끝난다. 유사하
게, GSM 와이어의 베이스에서, 개방회로로 끝나는 병렬 스터브(stub)가 연결되는데 GSM 밴드 중앙 주파수
에서 파장의 1/4을 약간 넘는 전기 길이를 갖는다. 그러한 스터브는 잔존하는 컨덕터 와이어의 유도 효과
를 보상하도록 조정될 수 있는 캐패시턴스를 연결 베이스에서 제공한다. 더욱이, 상기 스터브는 DCS 밴드
에서 매우 낮은 임피던스를 가져서, 상기 밴드에서 커넥터 사이의 분리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

도 7과 도 8에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의 이 실시례의 전형적인 전파(radioeletric) 동작이 도시되어 있
다. 도 7에서, GSM과 DCS에서의 ROE가 도시되어 있는데, 전형적으로 1.5보다 낮다. 도 8에 이들의 복사 
다이어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양 안테나가 메인 로브(lobe)에 의해 안테나의 수직방향에서 복사하는 것이 명확히 보이고 수평 평면에서 
양 다이어그램은 부채꼴형이고 3dB에서 65°인 전형적인 빔 폭(beam width) 치수를 갖는 것이 명확히 보
인다. 양 밴드에서의 전형적인 지향성(directivity)은 8.5dB 이다.

본 발명의 구성이 첨부 도면을 통해 설명되어졌는데, 어떠한 변형이 아래의 청구범위에 나와 있는 대로 
발명의 본질을 바꾼 것이라면, 그러한 세부적인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서 포함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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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GSM과  DCS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사용되는  타입이고,  사용자에게  유효  통화범위(radioelectric 
coverage)를 제공하며, 전도성 또는 초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진 복사요소와, 커넥션 망(network)과, 그라
운드판으로 구성된 것으로, 상기 복사요소는 꼭지점에 의해 연결된 다수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삼각형 형태의 외곽을 갖는 다중-삼각 형태 구조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다중-삼각 요소는 꼭지점에 의해 연결된 세 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3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다중-삼각 요소는 그라운드 판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모노폴(monolole) 형태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안테나 복사 다이어그램이, GMS와 DCS 밴드에서, 수평 평면에서 전방향
(omindirectional)이고 수직 평면에서 이열편(bilobate) 부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
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5 

제3항 및 제4항에 있어서, 안테나가 지면과 평행한 그라운드 판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하나의 GSM과 DCS 
시스템 셀에 전방향 다이어그램의 유효통화범위(coverage)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
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6 

제3항 및 제4항에 있어서, 다중-삼각 요소는 높이가 11.2㎝인 정삼각형 형태의 외곽모양을 갖고, 상기 구
조물을 형성하는 세 삼각형 중 큰 삼각형은 높이가 8㎝인 정삼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
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7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다중-삼각 요소는 세 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고, 그라운드 판에 평행하게 설치
되어 패치(patch)형 안테나 형태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안테나의  메인  빔(beam)은,  GSM과  DCS  밴드에서,  그라운드  판에  대해  수직방향을 
향하고, 수평 평면에서 부채꼴 형태로 3dB에서 약 65°의 빔폭(beam width)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하나의 GSM과 DCS 시스템 셀에 부채꼴형 유효통화범위(coverage)를 제공하기 위해  그라
운드 판이 벽, 기둥, 또는 수직의 지주에 고정되어 상기 안테나가 수직으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10 

제7항 및 제8항에 있어서, 다중-삼각 요소의 외곽은 높이가 14㎝인 정삼각형이고, 상기 구조물을 형성하
는 세 삼각형 중 큰 삼각형은 높이가 11㎝인 정삼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
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11 

제7항 및 제8항에 있어서, 안테나로의 연결이 각각 GSM과 DCS의 경우에 다른 두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상
기 안테나에 각 밴드에 따라 독립적인 커넥터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
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12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안테나가 표준 다이플랙스 망(standard diplex network)을 통해 하나 또는 GSM
과 DCS 밴드에 하나씩 두 개의 커넥터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
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13 

제6항 및 제10항에 있어서, 1보다 큰 굴절률을 갖는 유전성 기판 위에 전도성 다중-삼각 요소가 인쇄되는 
경우, 삼각형의 크기가 10~20% 까지 재조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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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다중-삼각 요소가 유도 루프(inductive loop)를 구비함에 의해 안테나의 전체 
크기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청구항 15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첫 번째 밴드 임피던스가 공급 포인트 부근 꼭지점의 삼각형 끝을 자르는 것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SM과 DCS 셀룰러 전화통신을 위한 듀얼 다중-삼각 안테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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