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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적층구조의 내장형 다중대역 안테나에 관한 것으로, 일측이 급전선에 연결되어 안테나의 상부면을 형성하며, 동

일 평면상에 다수의 스트립을 포함하여 미로형태의 폴드슬릿패치(folded slit patch)로 형성되는 주방사패치; 및 주방사패

치의 가장자리 일측에서 하향 절곡되어 주방사패치와 급전선 접지면 사이에 주방사패치와 평행하게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보조방사패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은 주방사패치의 일측에 연결되어 안테나의 수신신호 및 휴대단말기 본

체의 방사신호를 전송하는 급전선; 급전선의 길이방향의 소정위치에서 수직으로 연장되어 형성되는 급전선 연장부; 및 급

전선연장부의 단부에서 절곡되어 접지면에 접촉하는 급전선접지부로 구성되는 역Y형 급전선 구조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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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휴대단말기에 사용되는 내장형 안테나에 있어서,

일측이 급전선에 연결되어 안테나의 상부면을 형성하며, 동일 평면상에 다수의 스트립을 포함하여 미로형태의 폴드슬릿패

치(folded slit patch)로 형성되는 주방사패치;

상기 주방사패치의 가장자리 일측에서 하향 절곡되어 상기 주방사패치와 급전선 접지면 사이에 상기 주방사패치와 평행하

게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보조방사패치;

상기 주방사패치의 일측에 연결되어 안테나의 수신신호 및 휴대단말기 본체의 방사신호를 전송하는 급전선;

상기 급전선의 길이방향의 소정위치에서 수직으로 연장되어 형성되는 급전선 연장부; 및

상기 급전선연장부의 단부에서 절곡되어 접지면에 접촉하는 급전선접지부로 구성되는 역Y형 급전선 구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구조의 내장형 다중대역 안테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급전선 접지부가 접촉하여 접지되는 접지금속판;

상기 접지금속판의 일측에 상기 접지금속판과 절연되어 형성되어, 일측은 상기 급전선에 연결되고 타측은 휴대단말기 본

체의 신호선에 연결되는 급전용 금속도체;

상기 접지금속판 하부에 구비되고, 폭방향으로 관통하는 다수의 비아홀이 형성되며, 비아홀의 내면에 도체가 도포된 절연

판;

상기 절연판의 하부에 구비되며, 상기 절연판의 비아홀 및 내부 도포 도체에 의하여 상부의 접지금속판에 전기적으로 접속

되는 하부 금속판을 포함하는 PCB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구조의 내장형 다중대역 안테나.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방사패치는 내향으로 절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구조의 내장형 다중대역 안

테나.

청구항 5.

휴대단말기에 사용되는 내장형 안테나에 있어서,

안테나의 수신신호 및 휴대단말기 본체의 방사신호를 전송하는 급전선;

상기 급전선의 길이방향의 소정위치에서 수직으로 연장되어 형성되는 급전선 연장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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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급전선연장부의 단부에서 절곡되어 접지면에 접촉하는 급전선접지부로 구성되는 역Y형 급전선 구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내장형 다중대역 안테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일측이 상기 급전선에 연결되어 안테나의 상부면을 형성하며, 동일 평면상에 다수의 스트립을 포함하여 미로형태의 폴드

슬릿패치(folded slit patch)로 형성되는 주방사패치;

상기 주방사패치와 급전선 접지면 사이에 상기 주방사패치와 평행하게 구비되는 하나 이상의 스트립형 보조방사패치; 및

상기 주방사패치와 상기 보조방사패치 사이에 삽입되며, 상기 주방사패치의 가장자리 일측에서 하방으로 관통하여 상기

보조방사패치의 가장자리 일측에 연결되는 비아홀을 가지며, 비아홀의 내부에 도전성 물질을 도포하여 상기 주방사패치와

상기 보조방사패치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유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장형 다중대역 안테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급전선 접지부가 접촉하여 접지되는 접지금속판;

상기 접지금속판의 일측에 상기 접지금속판과 절연되어 형성되어, 일측은 상기 급전선에 연결되고 타측은 휴대단말기 본

체의 신호선에 연결되는 급전용 금속도체;

상기 접지금속판 하부에 구비되고, 폭방향으로 관통하는 다수의 비아홀이 형성되며, 비아홀의 내면에 도체가 도포된 절연

판;

상기 절연판의 하부에 구비되며, 상기 절연판의 비아홀 및 내부 도포 도체에 의하여 상부의 접지금속판에 전기적으로 접속

되는 하부 금속판을 포함하는 PCB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장형 다중대역 안테나.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방사패치는

내향으로 절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장형 다중대역 안테나.

청구항 9.

휴대단말기에 사용되는 내장형 안테나에 있어서,

안테나의 일측에 연결되는 급전선;

일측이 상기 급전선에 연결되고, 타측이 휴대단말기 본체의 신호선에 연결되는 급전용 금속도체;

상기 급전용 금속도체에 인접하여 구비되며, 상기 급전선에 연결되어 상기 급전선의 입력임피던스를 조절하여 반사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기생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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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측에 상기 급전용 금속도체가 절연되어 형성되며, 상기 기생소자가 접촉하여 접지되는 접지금속판;

상기 접지금속판 하부에 구비되고, 폭방향으로 관통하는 다수의 비아홀이 형성되며, 비아홀의 내면에 도체가 도포된 절연

판; 및

상기 절연판의 하부에 구비되며, 상기 절연판의 비아홀 및 내부 도포 도체에 의하여 상부의 접지금속판에 전기적으로 접속

되는 하부 금속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구조의 내장형 다중대역 안테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내장형 안테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다중 대역에서 사용가능한 소형화된 구조의 내장형 안테나에 관한 것

이다.

통상적으로, 휴대용 단말기에 사용되는 안테나는 주로 헬리컬 안테나(helical antenna) 또는 선형의 단극 안테나

(monopole antenna)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헬리컬 안테나 및 단극 안테나는 무지향 방사 특성을 갖는 장점이 있지만,

안테나가 단말기의 외부로 돌출되는 외장형이어서 외력에 의한 외형 파손과 그에 따른 특성 열화의 우려가 있다. 또한, 최

근 제기되고 있는 SAR(Specific Absorption Rate)에도 취약하다.

이동통신용 휴대 단말기 안테나는 디자인의 우수성과 휴대의 간편함, 다중 대역에서의 서비스 상용화, 경량화, 저 가격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용 휴대 단말기의 안테나는 외장형 보다 800MHz 대역을 포함하는

다중 대역의 내장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재질을 이용하여 소형화 요구에 응하고 있다.

종래의 내장형 안테나에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평판 역F형 안테나, 칩 안테나(chip antenna) 등이 있다. 이들 내

장형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소형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들어, 비교적 높은 이득과 광대역 특성을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를 개구 결합형 급전구조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크기를 줄인 경우가 있다. 이는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 안테나의 TM01 모드의 전계분포를 이용하여 전계분포가 가장 큰 패치의 가장자리 아랫부분에 공진 패치의

길이 방향으로 유전체를 삽입하여 안테나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유전율이 높아짐으로써 발생되는 안테나의 이득감

소를 최소화시키며 소형 경량의 안테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 안테나에 사용되는 소형화 기법은 2차원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소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더구나 휴대 단말기 서비스 증가로 휴대 단말기에 장착할 수 있는

안테나 공간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종래 안테나에 사용되는 급전방식을 보면, 역L형, 역F형 등의 방법이 있으나, 공간 사용이나 급전 효율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종래의 내장형 안테나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 통신용 휴대 단말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

화가 수월하고, 하나의 안테나에 서로 다른 파장으로 구성된 다중 채널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멀티플렉싱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급전 방식 및 안테나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라운드 금속도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안테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발명은, 접지금속판의 일측에 구비된 급전용 금속도체에 수직으로 결합되는 급전선, 급전선의 소

정 위치에서 수직으로 연장되는 급전선연장부, 그리고 급전선연장부의 단부에서 수직으로 절곡되어 접지금속판에 접지되

는 급전선접지부로 구성시킨 역Y형 급전선 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적층구조의 안테나를 제공하는 데, 급전선에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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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안테나의 상부판은 미로형태의 폴드슬릿패치(folded slit patch)인 주방사패치로 작용하고, 주방사패치의 가장자리

일측에서 접지금속판쪽으로 절곡되어 주방사패치와 접지금속판 사이에서 주방사패치에 평행하게 형성되는 다수의 하부판

은 보조방사패치로 작용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의 안테나를 접지금속판에 결합한 상태의 사시도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같이, 안테나(300, 400)는 접지금

속판(100)의 자장자리 일측의 상부에서 급전선(200)을 매개로 하여 결합된다. 급전선(200)은 접지금속판(100)에 수직으

로 결합된다.

안테나의 상부면을 형성하는 주방사패치(300)는 미로형태의 폴드슬릿패치(folded slit patch) 구조를 가지며, 접지금속판

(100)의 평면과 평행하게 위치한다.

보조방사패치(400)는 주방사패치(300)와 접지금속판(100)의 사이에 위치하며, 주방사패치(300) 및 접지금속판(100)의

평면과 평행하게 위치한다. 보조방사패치(400)는 다양한 길이 및 폭을 갖는 여러 개의 스트립패치(401,403)로 구성되며,

각 스트립패치(401, 403)는 동일평면 또는 적층구조로 위치될 수 있다.

급전선(200)은 급전선(201), 급전선연장부(202), 급전선접지부(203) 등으로 구성된다. 급전선(201)은 휴대단말기 본체와

안테나(300, 400)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며 접지금속판의 일측에 구비된 급전용 금속도체에 수직으로 결합된다. 급전선

연장부(202)는 급전선(201)의 소정 위치에서 수직으로 연장되는 데, 길이를 가변할 수 있다. 급전선접지부(203)는 급전선

연장부(202)의 단부에서 접지금속판(100) 쪽으로 절곡되어 접지금속판에 접지된다. 이러한 급전선 구조는 종래의 역L형,

또는 역F형 등과 비교하여, 역Y형이라고 명명한다.

도2는 도1의 A 부분을 확대한 사시도이다.

도2에 도시된 바와같이, 주방사패치(300)는 미로형태의 폴드슬릿패치구조를 가지며, 다양한 길이와 폭을 갖는 여러 스트

립패치(301∼307)로 구성된다. 스트립패치(301)은 전체적인 안테나의 공진특성에 영향을 주며, 특히 CDMA 대역에서의

공진특성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데 중요한 튜닝수단이다. 스트립패치(302)는 듀얼밴드 이상의 공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것으로, 일반적인 평판 패치에 슬릿을 주어 형성시킨다.

보조방사패치(400)는 주방사패치(300)와 접지금속판(100) 사이에 평행하게 형성되는 데, 각 스트립패치(401, 403)는 주

방사패치(300)의 일측면 가장자리에서 절곡 연장되어 형성된다. 스트립패치(401)는 주방사패치(300)의 스트립패치(306)

의 (도면상) 우측에서 아래로 소정 길이 및 폭으로 절곡되고(402), 다시 (도면상) 좌측으로 절곡되어 소정 길이 및 폭으로

형성된다(401). 스트립패치(403)는 주방사패치(300)의 스트립패치(307)의 (도면상) 후방에서 하향으로 소정 길이 및 폭

으로 절곡되고(404), 다시 (도면상) 전방으로 절곡되어 소정 길이 및 폭으로 형성된 후(405), 또다시 (도면상) 좌측으로 절

곡되어 소정 길이 및 폭으로 형성된다(403). 도2에서는, 스트립패치(401,403)가 내향으로 절곡되어 평면상의 공간을 최소

로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안테나의 위치를 PCB의 중앙에 위치시킬 경우 등에는 외향으로 절곡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스트립패치(401)는 안테나 전체 크기의 소형화와 특성 개선을 위한 것이고, 스트립패치(403)는 PCS 대역에서의

공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방사패치(300)와 보조방사패치(400) 사이, 또는 보조방사패치(400)와 접지금속판(100) 사이에는 공기층으로 하거나,

소정의 유전율을 갖는 비금속 부도체를 삽입할 수 있다. 주방사패치(300)와 보조방사패치(400) 사이를 유전체로 채우는

경우에는 주방사패치(300)와 보조방사패치(400) 사이의 유전체를 관통하는 비아홀을 형성시키고, 비아홀의 내면에 도체

를 도포하여 주방사패치(300)와 보조방사패치(400)를 연결시킨다.

도3a 및 3b는 안테나가 결합되는 PCB의 구조를 도시하는 평면도 및 저면도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PCB는 상부면에 접지

금속판(100), 하부면에 하부금속판(500), 그리고 접지금속판(100)과 하부금속판(500)을 연결하는 비아홀(120) 등을 포함

한다. 비아홀(120)은 PCB를 관통하여 형성되며, 내경면에 도체막이 도포되어 있어서, 접지금속판(100)과 하부금속판

(500)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킨다.

접지금속판(100)의 가장자리 일측에는 급전용 금속도체(110)가 접지금속판(100)과 절연되어 구비되어 있는 데, 급전용

금속도체(110)는 역Y형 급전선 구조의 급전선(201)과 접촉하여 휴대단말기 본체와 안테나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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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를 사용하거나 RF 모듈에서 직접 공급되는 신호선과 PCB상의 급전용 금속도체(110)를 단락시켜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전달되는 전류는 급전선(201)를 통하여 흐르면서 적절한 공진주파수에서 대기 중으로 최대의 전자계 에너지를 방사

한다.

내장형 안테나를 설계할 때, 안테나의 주변에 위치하는 접지용 금속도체는 제거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발명에서는

접지금속판(100)을 제거하지 않는다. 접지금속판(100)을 그대로 둠으로써, 안테나(300, 400)와 PCB 상면의 접지금속판

(100) 사이에 마이크 잭이나 이어폰 잭 등의 회로소자가 설계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접지금속판(100)을

반사판으로 사용함으로써, 안테나 효율이 높아지고,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차단에 기여할 수 있다.

도4는 역Y형 급전선 구조에서 급전선연장부(202) 대신에 사용하는 기생소자를 도시하고 있다. 도4에 도시된 바와같이, 기

생소자(130)는 급전용 금속도체(110)의 인접하여 구비되며, 급전선(201)에 접속된다. 여기서, 기생소자(130)는 R,L,C 등

으로 구성되는 소자로서, 급전선 등의 임력임피던스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수 있다.

도5는 급전선연장부(202)가 없는 경우 및 기생소자(130)를 구비한 경우의 안테나 특성(반사손실)을 도시하고 있다. 급전

선연장부(202)를 제거하면, 안테나 급전선의 구조가 역Y형 구조에서 단순한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의 급전 구조로

변한다. 급전선연장부(202)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Basic)와 비교하여, 제거 후의 안테나 특성 변화를 보면, 전체적인 안테

나의 공진은 크게 감소하고, 공진 대역은 넓어졌다. 그리고, CDMA 공진주파수는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고, GPS 및 PCS

대역의 공진주파수는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였다.

급전선연장부(202)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Basic)와 비교하여 기생소자(130)를 사용한 경우의 안테나 특성을 보면,

CDMA 대역과 GPS 대역에서 공진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공진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면 대

부분의 반사손실 특성이 저하되지만, 여기서는 공진 특성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 결과는 CDMA 대역과 GPS 대역에서

안테나 설계시 급전선연장부(202) 대신에 기생소자(130)를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안테나의 소형화 설

계에 기여한다. 한편, PCS 대역에서는 공진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지만 그 이동폭이 크지 않고, 더구나 이동에 따

른 공진특성은 나빠지므로, PCS 대역에서는 안테나 설계시 급전선연장부(202) 대신에 기생소자(130)를 사용하는 것은 이

득이 없다.

이하에서는 급전선 및 안테나를 구성하는 스트립의 길이 등에 따른 안테나 특성을 설명한다. 여기서, 측정장비는 Agilent

E8357A(300kHz-6GHz) PNA Series Network Analyzer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스트립은 0.2mm 두께의 동판을 사용

하였고, 동판의 폭은 2mm 이상으로 하였다.

도6은 안테나 높이에 따른 특성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도6에 도시된 바와같이, 안테나 높이에 따른 특성변화를 보면,

CDMA 대역은 높이가 8mm 일때 공진특성이 좋고 대역도 넓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높이가 높을수록 GPS와 PCS에서의

공진특성은 나빠졌고, PCS 대역은 대역폭도 감소하였다.

도7은 급전선 길이 중에서 급전선연장부 위쪽의 길이 변화에 따른 특성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도7에 도시된 바와같이, 급

전선(201) 전체의 길이를 7mm로 고정한 상태에서, 급전선연장부 위쪽의 급전선 길이가 길어질수록 공진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급전선 길이 중에서 급전선연장부 위쪽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안테나의 소형화에 유리하

다.

도8은 급전선연장부의 길이변화에 따른 특성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도8에 도시된 바와같이, 급전선의 높이를 7mm로 고

정한 상태에서, 급전선연장부(202)의 길이를 감소시키면, 대역폭이 좁아졌다.

도9는 보조방사패치(401)의 길이변화에 따른 특성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도9에 도시된 바와같이, 보조방사패치(401)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대역에서 공진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안테나의 전체 크기를 더 소형화시

킬 수 있다.

도10은 보조방사패치(403)의 길이변화에 따른 특성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도10에 도시된 바와같이, 보조방사패치(403)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GPS 대역에서는 공진주파수의 이동이 거의 없었지만, CDMA 및 PCS 대역에서는 공진주파수가 낮

은 주파수로 이동하였다.

위에서 안테나 특성변화를 길이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스트립의 폭 변화도 중요한 팩터이다. 특히, 낮은 주파수 대역은

길이보다 폭에 의하여 특성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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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은 공진주파수 1.05 GHz에서의 XZ평면 방사패턴을 도시하고, 도12은 공진주파수 1.79950 GHz에서의 XY평면 방사

패턴을 도시하고, 그리고 도13는 공진주파수 2.04975 GHz에서의 XY평면 방사패턴을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 설계

제작된 안테나를 RAC(Radio Anechoic Chamber)에서 FFS(Far Field System)을 이용하여 방사 패턴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CDMA 대역 1.05 GHz에서 XZ Plane 0.9998 dBi, GPS 대역 1.799 GHz에서 XY Plane 2.9724 dBi, PCS 대역

2.04975 GHz에서 XY Plane 2.7947 dBi로 모든 대역에서 0 dBi 이상의 좋은 방사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발명의 안테나는 적절한 튜닝 단계를 거쳐 CDMA (824MHz ∼ 894MHz), GPS(1.57542GHz), UPCS(1850MHz ∼

1990MHz) 대역에서의 사용은 물론, GSM, DCS, Bluetooth 등의 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된 안테나이다. 안테나

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수동 소자이다. 때문에 안테나가 위치하는 환경에 따라서 특성의 변화가 크다. 본 발명의

안테나는 상용화 주파수 대역이 아닌 Air 상태에서 1.05 GHz, 1.79 GHz, 1.98 GHz에서 공진 특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

반적으로 임의의 휴대폰 목업(mock up) 적용시 공진 주파수는 상용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안테나 구조는 반사손실의 특성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안테나 적용의 실제 환경에

서 중요한 요소인 방사이득 측면에서 외장형 안테나와 특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안테나 구조를 적층구조로 변화시

킴으로써 안테나를 보다 소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여러 개의 공진 대역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튜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사용 주파수 대역에서

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고, 각각의 공진 대역에서의 특성이 양호하고, 방사 패턴도 전방향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안테나를 접지금속판에 결합한 상태의 사시도,

도 2 는 도1의 A 부분을 확대한 사시도,

도 3a 및 3b 는 안테나가 결합되는 PCB의 구조를 도시하는 평면도 및 저면도,

도 4 는 역Y형 급전선 구조에서 급전선연장부(202) 대신에 사용하는 기생소자,

도 5 는 급전선연장부(202)가 없는 경우 및 기생소자(130)를 구비한 경우의 안테나 특성(반사손실),

도 6 은 안테나 높이에 따른 특성변화,

도 7 은 급전선 길이 중에서 급전선연장부 위쪽의 길이 변화에 따른 특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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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은 급전선연장부의 길이변화에 따른 특성변화,

도 9 는 보조방사패치(401)의 길이변화에 따른 특성변화,

도 10 은 보조방사패치(403)의 길이변화에 따른 특성변화,

도 11 은 공진주파수 1.05 GHz에서의 XZ평면 방사패턴,

도 12 은 공진주파수 1.79950 GHz에서의 XY평면 방사패턴, 그리고

도 13 는 공진주파수 2.04975 GHz에서의 XY평면 방사패턴을 도시하고 있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접지 금속판 200 : 역Y형 급전선구조

201: 급전선 202: 급전선연장부

203: 급전선접지부 300: 주방사패치

400: 보조방사패치 401, 403: 스트립패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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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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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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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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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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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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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666113

- 14 -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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