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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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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이동 통신안테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유리에 설치된 차량용 안테나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정면도.

제2도는 제1도의 안테나 조립체에 대한 측면도.

제3도는 제1도의 안테나 조립체회로의 이상적인 도식 다이어그램.

제4도는 제1도의 안테나 조립체에 대한 또 다른 회로의 이상적인 도식 다이어그램.

제5도는  조립체가  사이에  끼는  유리  매체를  통하여  신호를  통과시키지  않는,  제3도의  것과  유사한 
본 발명의 안테나 조립체에 대한 회로의 이상적인 도식 다이어그램.

제6도는  조립체가  사이에  끼는  유리  매체를  통하여  신호를  통과시키지  않는,  제4도의  것과  유사한 
본 발명의 안테나 조립체에 대한 회로의 이상적인 도식 다이어그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안테나에  관한  것으로,  특히  VHF와  VHF주파수  밴드에서,  선택된  주파수 
밴드에 걸쳐 사용하기 위한 이용 통신안테나에 관한 것이다.

안테나는  한  장의  판유리에  설치될  수  있고,  이  유리가  안테나와  무선장치사이에  있을  때,  이 유리
의  유전체적(dielectric)  성질은  안테나를  무선장치에  용량성  결합하는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차량의  비전도성  표면에  그러한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첫  번째  교시는  J.A.Rostron에  주어진 
미국특허번호  1,715,952호와  같은  특허에서  찾아질  수  있다.  Rostron은,  창문을  통하여,  송신  또는 
수신장치에 용량성 결합된, 창문설치안테나를 발표했다.

자동차에  라디오를  다는  인기로,  여러  초기의  발명가들은  차량의  창문이나  바람막이  유리에 설치되
는  안테나의  특허를  받았다.  이러한  초기의  것들은  신호를  수신하는데  적당한  안테나를 지향했었음
에  반해,  최근들어  처음에는  시티즌  밴드  라디오가  인기가  있었고,  보다  최근에는,  차  액세사리로서 
셀룰러(celluar)전화기가  인기가  있게  되어,  신호를  수신할  뿐만  아니라  송신할  수도  있는,  차량의 
비전도성  부분에  설치하기에  알맞는  이동통신안테나의  영역으로  종래  기술이  확장하게  되었다. 일반
적으로, 셀룰러 전화시스템은, 그 시스템의 각 가입자를 위해서, VHF주파수 밴드나,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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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895MHz의 UHF주파수 밴드에서 동작하는 송수신기를 사용한다.

이러한 주파수에서,  한  파장은 대략 1피트가 될  수  있어,  안테나 시스템의 설계에 큰  여유를 허용한
다.

그러나,  최근까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비전도성  표면에  설치하기  위한  이동통신안테나의 설계에
는  일반적으로  두가지의  기본적인  설계만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설계가운데  인기있는  것은, 반
드시  동일선상에  있고,  대기노출(open  air)나선형  인덕터  코일(inductor  coil)에  의하여  분리되는 
방사엘리멘트(element)를  갖는  2엘리멘트  안테나(two  element  antenna)이다.  그러한  안테나의  예는 
공통으로  할당된  함께  계류중인  출원  일렬번호  881,602호에  나타나  있고,  이것은  현재  미국특허번호 
4,794,319이다. 이 종래 기술의 설계는 신호에 대해 약 3dB의 이득을 얻게한다.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두  번째의  주요설계는,  거의  1/4파장과  같고,  수직쌍극자(dipole)구성에 전
기적으로 연결된 전기적 길이가 있는 두 개의 방사 엘리멘트를 갖는다.

비전도성  표면을  통하여  신호의  송신을  포함하는  어떠한  안테나시스템도  신호세기의  손실과, 송신선
상의  정상파비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신호손실과  송신선상의  정상파비를  최소화하면서, 현존하
는 설계에 대해서 보다 큰 신호이득을 생기게 하는 설계가 추구되었다.

본  발명은,  비전도성  설치  표면을  통한  신호의  송신에  기인하는  신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러한 
설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송신선상의  정상  파비를  줄이면서,  현존하는  설계에  대해서  보다 
큰  신호이득을  얻는  요건에  맞는다.  셀룰러  전화  시스템에  할당된  높은  주파수와,  결과적으로 밴드
의  짧은  파장  때문에,  본  발명은,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사용하는데  본  발명을  비실용적으로  했을 
수직 방사 엘리멘트를 갖는 안테나 조립체로 셀룰러전화 통신안테나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보다  낮은  주파수가  바람부하와,  유리에  설치된  차량안테나에  가해진  다른  압박력에 저항하
는데  비실용적일만큼  큰  수직  방사  엘리멘트의  총  마스트길이(mast  length)를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
이다.

본  발명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전방향  방사형태와  약  4.2dB의  이득(이상적인  조건에서)을  갖는 안테
나  조립체를  주지만,  조립체가  차량의  창문에  설치될때,  신호가  통과하는  유리의  임피던스에  의한 
손실,  송신선  손실,  부적당한  설치에  의한  정상파를  생각하면,  조립체의  실제  이득은  3.5dB정도에 
있다.  비교로서,  유사하게  차량에  설치된  현재  있는  종래  기술의  안테나는,  실제  측정에  의하면,  약 
2.0에서 2.2dB의 실제 이득을 갖는다.

다수의  부(section)로된,  방사  수직어레이  안테나(array  antenna)의  고유문제  가운데  하나는, 조립
체의  좁은  밴드폭과  낮은  Q팩터(Q-factor)이다.  본  발명이  가장  크게  사용할  셀룰러  전화밴드의 밴
드폭은 약 40MHz이기 때문에, 안테나의 밴드폭을 증가시킬 방법이 고안되어야 했다.

따라서,  본  발명을  구체화시킬  안테나의  밴드폭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어레이의  하위 방사부
(radiating  section)의  방사  표면적이  증가되었다.  이  개선은  VHF와  UHF주파수와  같은  고주파수에서 
두드러지는데,  여기에서,  방사  전류는  방사  엘리멘트의  표면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하위 방
사부의  방사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안테나  조립체의  Q팩터(Q-factor)를  개선시키고,  전반적인 
방사조립체의  밴드폭을  증가시킨다.  하위  방사부의  방사  표면적의  적당한  선택에  의해서,  안테나 조
립체의  방사  엘리멘트를  위하여  좀  짧은  전반적인  길이를  유지하면서,  셀룰러  전화밴드의  완전한 
40MHz를 수용하도록 전체 조립체의 밴드폭이 확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본  발명은  실현시키는  안테나는  될  수  있으면  송신선에  전력 피드(fee
d)연결,  즉  전류와  전압의  결합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자체로,  안테나  조립체의  방사  엘리멘트의 
최소한  일부분이  그  주위보다  높게  올라와,  방사된  전기신호에  방해되지  않는  방사로(radiating 
path)를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차량설치  상황에서,  이것은  방사  엘리멘트의  일부분이  차량의 가
장 높은 몸체 부분(보통차량의 지붕)위로 올라오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을  실현하는  안테나  조립체의  피드포인트(feed  point)도,  안테나의  에너지의  대부분이 차량
의 지붕선(line)위로 방사되도록, 설치되는 차량의 몸체위로 될 수 있으면 높여진다.

요약하면,  VHF와  UHF범위에서  선택된  주파수  밴드에  걸쳐  사용하기  위한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인 
본  발명의  실시예는,  제1,  제2  및  제3의  동일선상방사부를  갖는  방사  엘리멘트를  포함한다.  제1, 제
2  동일선상  방사부는  각각  파장의  5/8과  거의  같은  전기적  길이를  갖는데  비해,  제3방사부는  파장의 
1/4와  거의  같은  전기적  길이를  갖는다.  그  동일선상  방사부들로부터  방사되는,  전기적  신호들 사이
의  소정의  위상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위상  인덕터  소자들(inductor  elements)에  의하여,  각 동일
선상 방사부는 그의 인접한 동일선상 방사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더욱이, 제3동일선상 
방사부는, 제1과 제2동일선상 방사부의 방사표면적보다 실제로 더 큰 방사표면적을 갖는다.

제3동일선상  방사부의  기저단이  표면위로  올라오도록,  방사엘리멘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저부재는 
방사  엘리멘트의  제3동일선상  방사부의  기저단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인접하여  배치된다.  방사 엘
리멘트의  공칭  공명  주파수에  선택적으로  동조시킬  수  있는  임피던스  매칭회로가  거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임피던스  매칭회로의  임피던스가  송신선의  임피던스와  거의  같은  점에서  송신선을 임피던
스  매칭회로에  연결하기  위하여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다.  본  발명의  구성과  동작의  새로운  특징은 
다음의  설명에서  더  확실히  명백하게  되고,  여기에  함께한  도면에  붙여진  부재번호에서  본  발명의 
장치의 우수한 형태를 설명하고, 부재번호의 같은 문자는 전도면을 통하여 같은 부분을 표시한다.

먼저  제1도와  제2도로  돌아가면,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되고,  차량에  설치될  수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로서  유용하고,  VHF와  UHF범위에서  선택된  주파수  범위에  걸쳐서  사용되도록  고쳐진  유리설치 
안테나 조립체(10)가 보여져 있다.

조립체(10)에서,  주요안테나  방사  엘리멘트(12)는  유리(14)의  외부에  설치되며,  결합  및  동조  회로 
엘리멘트(16)는  유리(14)의  내부표면에  설치된다.  본  발명이  유리판의  서로  마주보는  면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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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엘리멘트들을  분리시키는  물질이  플라스틱판넬과  같은  어떤  다른 유
전체라면,  안테나는  똑같이  잘  작동할  것이라고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설명되어지고, 제5
도와  제6도에서  보여질  것처럼,  본  발명은,  안테나  시스템의  방사  엘리멘트에  접지면을  주도록, 비
전도성이거나,  또는  약간의  수정으로,  전도성인  설치표면의  단일면에  설치될  수  있는  안테나 조립체
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  최초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모터차량과  함께  사용하는데  이상적으로  알맞게  되고,  바람막이 
창문,  뒷  창문,  유리  또는  플라스틱  판넬,  또는  최적의  동작을  주는  어느  장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  이  최초의  실시예에서,  주요  방사  엘리멘트(12)만이  차량의  외부에  있다. 조립체
(10)의  나머지  엘리멘트는  차량의  내부에  있고,  여기에서  이들은  동축케이블과  같은  재래식의 송신
성을 통하여 송수신기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제1도에서  보여진대로,  주요방사  엘리멘트(12)는  제1,  제2와  제3동일선상방사부(18,  20과  22)를 각
각 포함한다.

제1과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는  선택된  주파수밴드의  중심파장의  5/8과  거의  같은  전기적 길이
를  각각  갖는다.  이  방사부(18,20)는  분리되어  있고,  제1위상  인덕턴스  코일(24)에  이해서  서로 전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코일(24)은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로부터  방사하는 전기신호사
이에  소정의  위상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주요방사 엘리멘트(12)
자체로부터 형성된 나선형 대기 노출 코일이다.

제3동일선상  방사부(22)는  선택된  주파수  밴드의  중심파장의  1/4와  거의  같은  전기적  길이를  갖고, 
제2위상  인덕턴스코일(28)에  의해서  제2동일선상  방사부(20)의  한쪽  끝(26)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코일(28)은  또한  제2와  제3동일선상  방사부(20,22)  각각으로부터  방사하는  전기신호  사이에  소정의 
위상관계를  유지시키도록  맞게  고쳐진다.  제2동일선상  방사부(20)의  일부분(29)을  설치하고, 이것으
로 코일을 덮음으로써 코일(28)은 또한 될 수 있으면 보호된다.

이  후자의  구성에서,  제3동일선상  방사부(22)는  한층(31)의  절연물질로  덮혀져,  제2와  제3동일선상 
방사부  사이에  전기신호의  단락을  막아,  환경력과  차량이동의  기계적  압박에  저항할  수  있는,  보다 
더 안전하고, 더 미적으로 호감이 가는 최종 제품을 제공한다.

제3동일선상  방사부(22)는  아래에서  보다  잘  설명되는  설치조립체와  결합하도록  개조된  제2대향 기
저단(30)을 갖는다.

제3동일선상  방사부(22)는,  더욱이,  제1과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의  각각의  방사표면적보다 실
질적으로  더  큰  면적을  갖는  방사표면(32)를  갖는다.  도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3동일선상 방사부
에  확대된  방사표면(32)를  주는  우수한  한  방법은,  제1과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의  각각의 직경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직경을  갖는  방사부(22)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제3동일선상 방
사부(22)의 방사 표면적(32)은 제1과 제2동일선상 방사부의 방사 표면적에 비해서 더 크다.

기저조립체(34)는  제3동일선상  방사부(22)의  기저단(30)에  연결되어,  방사  엘리멘트(12)에 설치지지
대를  제공한다.  될  수  있으면,  기저(34)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을  동안  방사엘리멘트(12)가 일반적으
로  표면에  수직으로  유지되게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  이  사용자  조정은,  방사  엘리멘트를 기저
(34)에  추축으로  연결시킴으로서  달성되며,  세트나사(48)에  의해서  바람직한  위치에  유지될  수 
있다.  안테나  조립체의  설계된  주파수  밴드내에서  사용자에  의한  제한된  동조조정과  융통성을 허용
하기  위하여,  주요방사  엘리멘트(12)는,  제3동일선상  방사부의  기저단(30)에서,  방사 엘리멘트(12)
의  노출된  길이를  변화시키고,  최적길이에서  이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세트나사(48)의  수단에 의
하여  기저조립체(34)와의  연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다.  기저(34)는  거기에  부착된  전기적 전도성
의, 고정된 표면적을 갖는 플레이트부재(36)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비전도성  몸체  부위의  제1외부측(14)은  차량  유리창의  외부(14)로  보여진  비전도성  몸체 
부분의  제1외부측(14)에  방사  엘리멘트(12)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재(36)는,  제3동일선상 방사부

(22)의 기저단(30)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인접하여 노출되어 있다.

이  방법으로,  제3동일선상  방사부(22)의  기저단(30)은  유리창의  표면위로  높여지고,  따라서,  주위의 
차량 자체의 몸체부위의 표면위로 높여진다.

제2전기적  전도성  결합부재(38)은  제1전기적  전도성부재(36)와  거의  병렬로  비전도성 몸체부위(유리
창문)의  제2맞은편(40)에  설치되고,  비전도성  몸체부위(유리창문)중간물로,  이러한  두  개의 부재
(36,38)을,  제3동일선상방사부의  기저단(30)에  고정플레이트  표면적을  갖는  결합  캐퍼시터로서 규정
하고, 그로부터 전류노드(node)근처에 놓여진다.

직렬  동조회로와  같은,  동조회로를  포함할  수  있고,  방사  엘리멘트의  공칭  공진  주파수에 선택적으
로  동조시킬  수  있는  임피던스  매칭회로(42)는,  방사  엘리멘트(12)와  함께  공진하도록  그것에서 아
주 가깝게 제2의 전기적 전도성 결합부재(38)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될  수  있으면,  임피던스  매칭회로(42)는  제1임피던스와  제2임피던스  사이에서  변하는  임피던스를 갖
는데,  제1임피던스는  제2전기적  전도성  결합부재(38)와  연결된  곳에서  측정되며,  제3동일선상 방사
부(22)의  기저단(30)에서의  임피던스와  거의  같으며,  제2임피던스는  제1임피던스보다  최소한  크기가 
몇차수 적다.

본  발명의  실시에서,  임피던스  매칭회로(42)는  사용자  조정가능  커패시턴스부재(제3도에서 제6도까
지  보여진  대로)를  포함하여,  야외에서  작은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어,  작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
테나  조립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신호가  송신되는  유리창문의  두께에  따라서  야기될 
수  있거나,  정전용량  또는  안테나  조립체  그  자체에  있는  오염물질의  쌓임에  의해  야기되는 임피던
스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동축조립부(44)은,  임피던스가  송신선의  임피던스와  거의  같은  점에서,  송신선(도시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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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매칭회로(42)에 연결한다.

송신선은, 될 수 있으면, 동축케이블이며, 이는 안테나 조립체(10)와 무선통신장치(도시되지 
않았음)를  연결한다.  송신선은,  거기서부터  제3동일선상  방사부의  기저단(30)에서  안테나 조립체

(10)의 임피던스보다 크기차수가 적은 임피던스를 갖어야 한다.

제1과  제2스텁  안테나(stub  antenna)(50,52)는  각각  주요방사  엘리멘트(12)의  축에  평행한  선과 직
각으로 뻗어 있다.

각각은,  될  수  있으면,  파장의  1/4의  유효파장을  갖는다.  스텁  안테나(50,52)는  내부 기저부재(54)
에  설치되고,  이  부재(40)는  유리창문의  내부표면(40)에  부착되도록  맞게  고쳐진다.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결합부재(36,38)는,  각각이  유리창문  자체를  유전체로서  사용하는  캐퍼시터의  한  플레이트가 
되도록 쓰여지기 때문에, 설치될때 일직선으로 짜맞춰지도록 설계된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안테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우수한  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주요  안테나  방사  엘리멘트(12)가  캐퍼시터(102)의  한  플레이트(100)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캐퍼시터의  다른  한쪽  플레이트(104)는  동조회로(106)을  통하여  동축케이블(110)의 신호리드
선(lead)(108)에  연결된다.  이  동축케이블(110)은  송수신기(표지되지  않음)에  결합된다.  캐퍼시터 
플레이트(100,104)가  부착된  유리(112)는  캐퍼시터(102)를  위한  유전체이다.  조정가능  동조 캐퍼시
터(114)는  내부  플레이트(104)에  직렬로  연결되고,  회로목적으로,  럼프(lump)커패시턴스  소자로 생
각될 수 있다.

실시예에서,  제1인덕터(116)는  캐퍼시터(102,104)를  신호리드선(108)에  직렬로  결합시킨다. 제2인덕
터(118)는  신호리드선(108)을  접지  또는  동축케이블(110)의  실드(shield)에  결합시킨다.  스텁 안테
나(112,124)도  또한  접지된  실드(grounded  shield)(120)에  연결된다.  사용시에,  회로는  송수신기에 
연결되고,  정상파비  미터(meter)는  조정가능  동조  캐퍼시터(114)와  함께  사용되어,  셀룰러 이동전화
시스템  사용에  할당된  820~895MHz에서  최대의  성능을  달성한다.  전체  정전용량(유전체  판낼과 조정
가능 동조 캐퍼시터(114)의)은 안테나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상쇄하도록 작동한다.

인덕터(116,118)는  안테나  회로의  임피던스를  동축케이블(110)과  같도록  선택된다.  따라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로 하면서, 에너지는 유리 또는 다른 유전체 판낼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

안테나  회로는  전력(전류와  전압)피드모드(feed  mode)로  동작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접지된  스텁 
안테나(112,124)는 주요 안테나 방사 엘리멘트(12)의 거울상(mirror image)(접지면)으로 작용한다.

접지된  스텁  안테나가  없으면,  반사전류가  동축케이블(110)에  나타나고,  좋은  임피던스  매치는, 달
성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달성하기가 어렵다.

제4도는  또  다른  회로  실시예로서,  제2트리머  캐퍼시터(trimmer  capacitor)(126)가,  제3도의 제2인
덕터(118) 대신에 쓰여졌다.

위의  제3도에서  설명된  소자와  비슷하게,  제4도의  다른  소자는,  제3의  프라임(prime)기호가  없는 소
자에 대응하여 프라임 기호가 있는 부재번호로서 보여져 있다.

제4도에서 보여진 회로에서, 동조되는 최적 주파수 범위는 아주 날카롭게 좁게 되기 쉽다.

따라서,  셀룰러  전화밴드에서  사용가능한  약  75MHz밴드폭처럼  비교적  넓은  주파수  밴드를  다룰때 만
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사용 주파수가 좀  작은 밴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실시예가 만족
스럽다고 증명해야 한다.

제5도와  제6도에서,  주요  안테나  소자와  함께  차량의  비전도성  몸체부위의  단일면에  설치된  스텁 안
테나를  일반적으로  쓰는  본  발명을  구체화시키는  또  다른  안테나  시스템이  도식형태로  보여져  있다. 
이  실시예에서,  사실상  어느  표면에도  고정될  수  있는  단일의  기저소자만이  쓰여지고,  외부와 내부
에 설치되는 안테나 조립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5도와  제6도는,  제3도  및  제4도와  각각  비슷하고,  차량의  비전도성  몸체부위의 단일
면에  설치하도록  맞게  고쳐진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안테나  조립체의  일반적인  전기적  연결을 설명
한다. 비슷한 부분은 같은 부재번호를 갖고 있고, 캐퍼시터(102,102')가 없다는 것만 다르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안테나가,  반사성  신호  접지  면으로서  적당한  차량의  몸체부위에  설치될 것이
라면,  위에서  설명된  스텁  안테나는  없앨  수  있고,  위에서  설명된  주요  방사  엘리멘트를  현재 알려
진  몇  개의  설치  브라켓(bra-cket)에  의해서  요구되는  장소에  직접  설치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위에서 설명된 본  발명은 많은 변화 및  수정  그리고 변경에 민감하다.  이  모든  것은 본 기술
의  솜씨내에  있다.  모든  그러한  변화  및  수정  그리고  변경은,  본  발명과  덧붙여진  특허청구의 정신
과  범위내에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비슷하게,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
성하지  않는  실례의  목적으로  여기에  밝혀진  본  발명의  예(例)의  모든  변경  및  수정  그리고  변화를 
망라할 것임이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VHF와  UHF범위에서  선택된  주파수  범위에  걸쳐  사용하기  위한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10)에  있어서, 
제1,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18,20 및 22)를 갖고 있고,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
(18,20)는  각각  선택된  주파수  밴드의  중심파장의  5/8과  거의  같은  유효  전기적  길이를  갖으며, 제3
동일선상  방사부(22)는  선택된  주파수  밴드의  중심파장의  1/4와  거의  같은  유효  전기적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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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더욱이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의  방사표면적에  비해서  방사표면적을  증가시키도록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 각각의 직경보다 실제로 더 큰 직경을 가짐으로써,  상기 제1  및 제
2동일선상  방사부의  방사  표면적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방사  표면적을  갖도록  이루어진  방사 엘리멘
트(12);  상기  방사  엘리멘트(12)로부터  형성된  대기노출(open  air)나선형  코일  인덕터를  포함하는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로부터  방사하는  전기적  신호사이에  소정의  위상관계를 유지
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위상 인덕턴스수단
(24);  상기  방사  엘리멘트로부터  형성된  나선형  코일  인덕터를  포함하는  상기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로부터  방사하는  전기적  신호상에  소정의  위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제2  및 제3동일
선상  방사부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2위상  인덕턴스  수단(28);  상기  방사  엘리멘트를  차량의 비전
도성  표면에  설치하여,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22)의  기저단(30)이  상기  표면위로  놓여지도록, 상
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의  기저단(30)에  인접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된  기저부재(34);  상기  방사 엘리
멘트를  땅  표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직인  배치로  위치설정을  하기  위하여,  사용  조정수단을 포함
하는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의  기저단(30)에  연결되는  제1플레이트부재(36);  사용자  조정가능 커
패시턴스부재(114)와,  상기  방사  엘리멘트(12)의  공칭공전  주파수에  선택적으로  동조시킬  수  있고, 
거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직렬  동조  회로(106)를  포함하며,  상기  기저단에서의  임피던스와  거의 같
고,  상기  방사  엘리멘트와  상기  연결된  곳에서의  제1임피던스  값과,  상기  제1임피던스  값보다 최소
한  크기가  몇차수(orders)가  적은  제2임피던스  값  사이에서  변하는  임피던스를  디스플레이하는 임피
던스  매칭수단(42);  안테나  조립체와  무선통신장치  사이에의  통신용으로도,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
부의  상기  기저단에서  안테나  조립체의  임피던스보다  크기의  차수가  적은  임피던스를  갖는  송신선 
수단(110);  및  임피던스  매칭  수단의  임피던스가  송신선  수단의  임피던스와  거의  같은  점에서  상기 
송신선  수단을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42)에  결합시키기  위한  연결수단(44)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2 

VHF와  UHF범위에서  선택된  주파수  밴드에  걸쳐  사용하기  위한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10)에  있어서, 
제1,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18,20 및 22)를 갖고 있고,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
(18,20)는  각각  선택된  주파수  밴드의  중심파장의  5/8과  거의  같은  유효  전기적  길이를  갖고, 제3동
일선상  방사부(22)는  선택된  주파수  밴드의  중심파장의  1/4와  거의  같은  유효  전기적  길이를  갖는 
방사  엘리멘트(12);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로부터  방사하는  전기적  신호사이에 소
정의  위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위상 
인덕턴스  수단(24);  상기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20,22)로부터  방사하는  전기적  신호사이에 소
정의  위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2위상 
인덕턴스  수단(28);  상기  방사  엘리멘트를  표면에  설치하여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이  상기 
표면위로  올라가도록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의  기저단(30)에  인접하게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기저
부재(34);  상기  방사  엘리멘트(12)의  공칭  공진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조시킬  수  있고, 전기
적으로  거기에  연결되는  동조회로(106)를  포함하며,  상기  기저단에서의  임피던스와  거의  같은,  상기 
방사  엘리멘트와의  상기  연결에서의  제1임피던스와  거의  같은,  상기  방사  엘리멘트와의  상기 연결에
서의  제1임피던스  값과,  제1임피던스  값보다  최소한  크기의  몇차수  더  작은  제2임피던스  값 사이에
서  변하는  임피던스를  디스플레이하는  임피던스  매칭수단(42);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의 임피던스
가  송신선수단의  임피던스와  거의  같은  점에서  송신선  수단을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42)에 결합시
키기 위한 연결수단(44)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22)는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의  방사 표
면적보다 실제적으로 더 큰 방사 표면적을 더 갖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42)은  사용자  조정가능  커패시턴스부재(14)를  포함하는 특
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안테나  조립체(10)와  무선통신  장치사이에  통신하기  위하여  상기  연결수단에 결합
되고,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22)의  상기  기저단(30)에서  안테나  조립체의  임피던스보다  크기의 
차수가  더  적은  임피던스를  갖는  송신선  수단(110)을  더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
체.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42)이  안테나  조립체의  상기  방사  엘리멘트(12)의  공칭 공
진 주파수에 동조된 직렬 동조회로(106)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  엘리멘트(12)를  지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직의  배치로  두기  위하여 
사용자  조정가능  후단(114)을  포함하는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34)에  연결된  제1플레이트 
부재(36)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 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위상  인덕턴스  수단(24)이  상기  방사  엘리멘트로부터  형성된  나선형  코일 
인덕터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이동 통신안테나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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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  코일  인덕터가  대기노출  나선형  코일  인덕터인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
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저부재(34)가  설치된  표면이  차량의  비전도성  몸체부위인  특징이  있는 이동
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비전도성 몸체부위가 유리창문인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의  상기  비전도성  몸체부위가  섬유유리  판넬인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
나 조립체.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의  방사  표면적에  비해서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22)의  방사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가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
상 방사부의 각각의 직경보다 실제적으로 더 큰 직경을 갖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 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14 

차량에  설치하도록  맞게  고쳐지고,  VHF와  UHF범위에서  선택된  주파수밴드에  걸쳐  사용하도록  개조된 
이동통신  안테나  조립체(10)에  있어서,  제1,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18,20  및  22)를  갖고  있고,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  각각은  선택된  주파수  밴드의  중심파장의  5/8과  거의  같은 전기
적  길이를  갖으며,  제3동일선상  방사부(22)는  선택된  주파수  밴드의  중심파장의  1/4와  거의  같은 전
기적  길이를  갖고,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의  방사표면적에  비해서  제3동일선상  방사부의 
방사  표면적을  증가시키도록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터  각각의  직경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직경을  갖음으로써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의  방사  표면적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방사 표면
적을  갖도록  개조된  방사엘리멘트(12);  상기  방사  엘리멘트로부터  형성된  대기노출  나선형 코일인덕
터를  포함하는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로부터  방사되는  전기적  신호사이에  소정의 위상관계
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를  연결하는  제1위상  인덕턴스  수단(24); 상
기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로부터  방사하는  전기적신호  사이에  소정의  위상관계를  유지시키기 위
하여,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를  연결하며,  제3동일선상  방사부가  기저단을  갖고  있는  제2위상 
인덕턴스  수단(28);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22)이  상기  몸체부위의  표면위로  높여지도록 
방사  엘레멘트를  차량의  비전도성  몸체  부위의  제1측(first  side)에  설치하기  위하여,  상기 제3동일
선상  방사부  기저단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인접하여  배치된  제1전도성  결합부재(36)를  갖으며, 사
용자  조정으로  방사  엘리멘트(12)를  지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직이  되게  정렬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30)과  상기  제1결합부재(36)사이에  연결된  제1조정수단(48)을  포함하는 
기저부재(34);  상기  비전도성  몸체부위와  함께,  제3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에  고정된  플레이트 표면
적을  갖고,  전류노드(node)에  인접하여  위치한  결합  캐퍼시터를  정하는,  상기  제1전도성 결합부재
(36)와  실질적  병렬로  상기  비전도성  몸체부위의  제2의  맞은  편에  설치된  제2전도성  결합부재(38); 
사용자  조정가능  커패시턴스부재와,  상기  방사  엘리멘트의  공칭  공진  주파수에  선택적으로  동조 가
능하고,  상기  방사  엘리멘트와  함께  공진하도록  아주  근접하게  상기  제2전기적  전도성  결합부재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직렬  동조회로(106)를  포함하며,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에서의 임피던
스와  거의  같은,  상기  제2전도성  결합부재와의  상기  연결에서의  제1임피던스값과,  상기  제1임피던스 
값보다  최소한  크기의  몇차수  더  적은  제2임피던스  값  사이에서  변하는  임피던스를  디스플레이하는 
임피던스  매칭수단(42);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에서  안테나  조립체의  임피던스보다  크기의 
차수가  더  적은  임피던스를  가지며,  안테나  조립체와  무선통신장치  사이에  연결을  위한 송신선수단
(110);  및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의  임피던스가  상기  송신선  수단의  임피던스와  거의  같은  점에서 
상신  송신선  수단을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42)에  연결하는데  적합한  결합수단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비전도성 몸체부위가 유리창문인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차량의  상기  비전도성  몸체부위가  섬유유리  판넬인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17 

차량에  설치되도록  고쳐지고,  VHF  및  UHF범위에서  선택된  주파수  범위에  걸쳐  사용하도록  제조된 이
동통신안테나  조립체(10)에  있어서,  제1,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18,20  및  22)를  갖고  있고, 상
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는  각각  선택된  주파수  밴드의  중심  파장의  5/8과  거의  같은 
전기적  길이를  가지며,  제3동일선상  방사부(22)는  선택된  주파수  밴드의  중심파장의  1/4와  거의 같
은  전기적  길이를  갖는  방사  엘리멘트(12);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로부터  방사되는  전기적 
신호를  사이에  소정의  위상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를  연결하는 
제1위상  인덕턴스  수단(24);  상기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로부터  방사하는  전기적신호들  사이에 
소정의  위상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상기  제2  및  제3동일선상  방사부를  연결하고,  상기  제3동일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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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부는  기저단을  갖는  제2위상  인덕턴스  수단(28);  게다가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의 각
각의  방사표면적보다  실제적으로  더  큰  방사  표면적을  갖는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22);  상기 제3
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이  상기  몸체부위의  표면위로  올라오도록  차량의  비전도성  몸체부위의 제1측
에  상기  방사  엘리멘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인접하
여  배치된  제1전도성  결합부재(36)를  갖는  기저부재(34);  상기  비전도성  몸체부위와  함께, 제3동일
선상  방사부  기저단에  고정된  플레이트  표면적을  갖고,  거기서부터  전류노드(node)에  인접하여 위치
한  결합  캐퍼시터를  정하는  상기  제1전도성  결합부재와  실질적으로  병렬로  상기  비전도성 몸체부위
의  제2맞은편에  설치된  제2전도성  결합부재(38);  상기  방사  엘리멘트의  공칭  공진  주파수에 선택적
으로  조정가능하고,  상기  방사  엘리멘트와  함께  공진하도록  인접하게  상기  제2전기적  전도성 결합부
재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동조회로(106)를  포함하며,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에서의 임피던
스와  거의  같은,  상기  제2전도성  결합부재와의  상기  연결에서의  제1임피던스값과,  상기  제1임피던스 
값보다  최소한  크기의  몇차수가  더  적은  제2임피던스  값  사이에  변화하는  임피던스를 디스플레이하
는  임피던스  매칭수단(42);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의  임피던스가  전송된  수단의  임피던스와  거의 
같은  점에서  전송된  수단을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에  연결하도록  개조된  연결수단(44)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더욱이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22)는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의 
방사 표면적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방사 표면적을 더 갖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42)은  사용자  조정가능  정전용량부재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더욱이  안테나  조립체와  무선통신  장치  사이에  연결을  위한  송신선  수단(10)을  더 
포함하며,  상기  송신선  수단은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34)에서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
나 조립체.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매칭수단(42)은,  안테나조립체의  상기  방사  엘리멘트의  공칭 공진
주파수에 동조된 직렬의 동조회로(106)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사용자  조정으로  방사  엘리멘트를  지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직이  되게 정렬시
키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  기저단(34)과  상기  제1결합부재(36)사이에 연
결되는 제1조정 수단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인덕턴스  수단(24,28)  각각은  상기  방사  엘리멘트(12)로부터 형성
된 나선형 코일 인덕터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나선형  코일  인덕터는  대기노출(open  air)나선형  코일  인덕터인 특징
이 있는 이동통신 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25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비전도성 몸체부위가 유리창문인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26 

제17항에  있어서,  차량의  상기  비전도성  몸체부위가  섬유유리판넬인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  안테나 
조립체.

청구항 27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22)는,  상기  제1  및  제2동일선상  방사부(18,20)의 방사
표면적에  비해서,  상기  제3동일선상  방사부(22)의  방사표면적을  증가시키도록  상기  제1  및 제2동일
선상 방사부의 각각의 직경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직경을 갖는 특징이 있는 이동통신안테나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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