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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안테나 장치는 전기적으로 작은 격리를 갖는 두 개의 슬롯(304a, 304b)을 합체시키는 접지 도체(302)와 각각의 슬롯

에 트랜시버를 결합시키는 수단(308a, 308b)을 포함하여, 상기 접지 도체가 두 개의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안테나로

서 동작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장치는 기존의 안테나 장치보다 훨씬 더 작은 체적으로부터 효율적인 다이버시티 성

능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일실시예에서, 접지 도체, 슬롯들 및 트랜시버는 안테나 영역의 대다수를 제공하는 제 2 접지 

도체의 접속을 위해 적응되는 모듈(206) 내에 집적된다. 제 2 접지 도체는 전형적으로 인쇄 회로 기판 접지 평면이나 

이동 전화 핸드셋이 될 것이다. 편리하게도 매칭 및 광대역 회로가 모듈 내에 합체될 것이다. 상기 모듈과 상기 제 2 

접지 도체 간의 접속 영역을 가변시킴으로써 슬롯들의 공진 주파수들이 변경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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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접지 도체(ground conductor) 및 이 접지 도체에 트랜시버(transceiver)를 접속시키는 접속 수단을 포함

하는 안테나 장치에 관한 것이고, 또한 트랜시버와 안테나 장치를 포함하는 무선 모듈(radio module)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 전화 핸드셋(mobile phone handsets) 등과 같은 무선 단말기(wireless terminals)는 전형적으로 정상 모드 나

선형 안테나(normal mode helix antenna) 또는 미앤더 라인 안테나(meander line antenna) 등과 같은 외부 안테나 

또는 PIFA(Planar Inverted-F Antenna) 등과 같은 내부 안테나를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안테나는 (그 파장에 비해서) 소형이고, 그에 따라서 소형 안테나의 기본적인 한계인 협대역(narrowband)을 

갖는다. 그러나,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10% 이상의 상대적 대역폭(fractional bandwidth)을 갖는다.

예를들어, 패치 안테나(patch antenna)의 대역폭과 그 체적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PIFA에서 

이러한 대역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체적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체적은 소형 핸드셋을 추구하는 현재의 경향

에서는 쉽게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술된 한계에 기인하여, 현재의 무선 단말기 내의 소형 안테나를 가지고 효과

적인 광대역 방사(wideband radiation)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선 단말기용으로서 알려진 안테나 장치에 있어서의 다른 문제점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고, 그

에 따라서 단말기 케이스에 강하게 결합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안테나가 아니라 단말기 자체로부터 상당한 양의 

방사선이 방출된다. 안테나 피드(antenna feed)가 단말기 케이스에 직접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서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가, 본 발명의 국제 특허 출원 제 WO 02/13306 호에 개시되어 있다. 적절한 매칭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면, 단말기 케이스 또는 다른 접지 도체는 효율적인 광대역 방사기로서 기능하게 된다. 안테나 피트가 슬롯(slo

t)을 통해 단말기 케이스에 접속되어 있는 이러한 장치의 수정은 본 발명의 계류 중인 국제 특허 출원 제 WO 02/958

69 호(본 발명의 우선일에 공개되지 않음)에 개시되어 있다.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선 단말기는 2개의 독립된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서, 안테나 다이버시티(antenna diversity

)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알려진 다양한 안테나 장치는 전형적으로, 안테나에 충분한 

전기적 격리를 제공하여 상관되지 않은 신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큰 체적을 차지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단말기용 소형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 측면에 따르면, 전기적으로 소형 격리부를 갖는 2개의 슬롯을 내장하는 접지 도체와 각각의 슬롯에 트

랜시버를 접속시켜서, 접지 도체가 실질적으로 2개의 독립적인 안테나로서 기능하게 하는 접속 수단을 포함하는 안테

나 장치가 제공되어 있다.

이 장치의 다이버시티 성능은 슬롯이 실질적으로 직교(이는 슬롯이 하나의 개방 단부(open end)를 갖는 경우에, 각 

슬롯이 제각기의 개방 단부로부터 동일한 거리(슬롯을 따라서 측정됨)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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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함)하도록 정렬시키는 것에 의해 최적화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슬롯에 용량성 부하(capacitive loading)를 

인가하고 트랜시버와 각각의 슬롯 사이에 서로 다른 위상 시프트(phase shift)를 인가함으로써 최적화될 수 있다. 전

기적 소형 격리부는 전형적으로 이 장치의 작동 주파수에서의 파장의 절반 미만일 것이다.

본 발명의 제 2 측면에 따르면, 전기적 소형 격리부를 갖는 2개의 슬롯을 내장한 접지 도체와, 트랜시버와, 트랜시버

를 각 슬롯에 접속시키는 접속 수단과, 접지 도선을 다른 접지 도선에 접속시켜서 접지 도선과 다른 접지 도선의 결합

체가 2개의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안테나로서 기능하게 하는 접속 수단을 포함한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예로서 설명하였다.

도면 내에서 동일한 참조 부호를 이용하여 동일한 피처를 나타내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안테나 및 무선 단말기의 결합체를 나타내는 비대칭 다이폴 안테나(asymmetrical dipole antenna)의 모델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는 접지 도선에 탑재된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 RF)에 대한 평면도이다.

도 3은 슬롯형 접지면(slotted ground plane)을 포함하는 RF 모듈의 평면도이다.

도 4는 RF 모듈의 실제적인 실시예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RF 모듈에 있어서 dB 단위의 복귀 손실(S 11 )에 대한 ㎒ 단위의 주파수(f)를 도시하는 그래프

이다.

도 6은 2개의 실질적으로 직교하는 슬롯을 갖는 접지면을 포함하는 RF 모듈에 대한 평면도이다.

도 7은 2개의 평행한 용량성 부하가 인가된 슬롯을 갖는 접지면을 포함하는 RF 모듈의 평면도이다.

실시예

국제 특허 출원 제 WO 02/13306 호는 무선 단말기의 케이스 또는 단말기의 부분을 형성하는 다른 접지 도선이 적절

한 매칭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어 효과적인 광대역 방사기로서 기능하는 안테나 장치에 관해 개시하였다.

요약하자면, WO 02/13306에는 안테나와 무선 단말기(예를 들면 이동 전화 핸드셋)의 결합체가 비대칭 다이폴로 고

려될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도 1은 무선 핸드셋 내의 안테나 피드 포인트에서, 송신 모드 상태에 있는 트랜시버

에 의해 관찰된 임피던스에 관한 모델을 나타낸다. 비대칭 다이폴의 제 1 가지(arm)(102) 는 안테나의 임피던스를 나

타내고 제 2 가지(104)는 핸드셋의 임피던스를 나타내며, 이 두 개의 가지는 소스(106)에 의해 구동된다. 도면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장치의 임피던스는 실제 접지(108)에 대해 별도로 구동되는 각 가지(102, 104)의 임피던스 

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모델은 소스(106)가 트랜시버를 나타내는 임피던스에 의해 대체될 때에 수신에 있어서

도 동등하게 유효하다.

WO 02/1330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테나 임피던스는 안테나 피드를 핸드셋에 결합시키는 물리적 소형 캐패시터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이 캐패시터는 10×40×100mm의 크기를 갖는 핸드셋 상에서 2×10×10mm의

크기를 갖는 평행한 판형 캐패시터(parallel plate capacitor)이다. 핸드셋을 신중하게 설계함으로써, 최종적인 대역

폭은 통상적인 안테나 및 핸드셋 결합체의 대역폭보다 매우 커질 수 있다. 이는 이 핸드셋이 낮은 Q 방사 소자(시뮬레

이션에 의하면 통상적인 Q 값은 대략 1임)로서 동작하는 반면 통상적인 안테나는 전형적으로 약 50의 Q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트랜시버를 접지면에 접속시키기 위해 평행 판형 캐패시터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한 체적이 필요하게 된다(심지어 이

체적이 PIFA에서 사용되는 체적보다 매우 작을 지라도 그 양은 상당하다). 현재의 경향의 일부가 최소형 무선 단말기

를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동 전화 또는 블루투스 단말기와 같은 디바이스를 위해 요구되는 RF 회로를 포함하는 로

우 프로파일 모듈(low-profile module)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은 통상적으로 금속 용기 내부에 봉합됨으로써 

차폐되지만, 이러한 차폐 기능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술된 크기의 캐패시터 판을 추가 하면 그의 높이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듈에 의해서 점유되는 체적은 2 배 이상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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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원인의 계류 중인 국제 특허 출원 제 WO 02/95869 호에서 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는 접지면 내의 슬롯

을 통과하여 트랜시버로부터 접지면으로 RF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해결된다. 이러한 장치는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되어 있고, 이 도 2 및 도 3은 각기 접지 도체 상에 실장된 RF 모듈의 평면도 및 슬롯형 접지면을 포함하는 RF 모

듈의 평면도이다. 이 RF 모듈(206)은 직사각형 컷아웃(a rectangular cut-out)(204)(점선으로 표시됨)과 함께 직사

각형 접지면(202)을 갖는 인쇄 회로 기판(PCB) 상에 실장된다. 또한, 이 모듈(206)은 두 개의 접지면(202, 302)이 전

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컷아웃(204)보다 약간 큰 크기를 갖는 접지면(302)을 포함한다. 이 모듈의 접지면(302)은

이 모듈(206)의 동작 주파수에서 대략 1/4 파장 길이를 갖는 슬롯(304)을 포함한다. 이 모듈은 상세하게 도시되지 않

은 RF 회로(306) 및 이 RF 회로로부터 떨어진 슬롯(304)의 측면으로의 접속부(308)를 포함한다.

송신기로서 작동할 때, RF 회로(306)로부터 제공된 전력은 슬롯을 통과하여 접지면(302, 202)에 공급된다. 수신기로

서 작동할 때, 접지면(302, 202)에 의해 수신된 RF 신호는 슬롯(304)에 의해 추출되어 RF 회로(306)에 공급된다. 이

러한 공급 장치는 WO 02/13306에서 개시된 용량성 커플링(capacitive coupling)과 같은 광대역폭을 제공하지는 않

지만, 통상적인 안테나에 비해 보다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체적과 대역폭 간의 절충이

적합하게 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슬롯(304)은 RF 회로(306) 주위를 둘러쌀 수 있다. 이 슬롯은 그의 공진 주파수가 원칙적으로 1/4 

파장 슬롯 공진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의 대역폭은 슬롯(304) 및 접지면(302, 202)의 결합체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설

계될 수 있다. 슬롯(304)을 모듈(206) 내에 집적시키면 이 모듈의 접지면(302)과 PCB 접지면(202) 사이의 접속이 가

변되는 것에 의해 그의 공진 주파수를 동조시킬 수 있다. PCB 접지면(202) 내의 컷아웃(204)은 직사각형으로 모듈(2

06)의 크기와 유사한 크기로 도시되었지만, 이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 오직 필수적인 사항은 컷아웃(204)이 슬롯

(304) 바로 아래의 PCB 상에 어떠한 금속 배선도 존재하지 않도록 되는 것이다(실제로, 컷아웃(204)은 적어도 생산 

허용 공차 및 정렬 오차만큼 슬롯(304)보다 크기 때문에, 실효 슬롯 크기는 컷아웃(204)의 크기가 아니라 모듈(206) 

내의 슬롯(304)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듈(206)이 PCB의 에지에 위치되는 것은 편리한데, 이

는 이 모듈이 PCB 상의 나머지 회로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머지 회로가 이 모듈에 대한 직접적인 접속

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도 4는 대략 15×13mm의 전체 크기를 갖는 RF 모듈(206)의 생산 실시예의 평면도이다. 이 실시예는 제품 번호 BGB

100A를 가지며 필립스 반도체에 의해 제조되며 블루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다. L형 접지 도체(302)는 L형 슬

롯(304)을 포함한다. 이 슬롯은 접속 지점(402,308)에 접속된 1.5nH 인덕터 및 접속 지점(404, 406)에 접속된 3pF 

직렬 캐패시터를 통해서 제공된다. 1.3nH 직렬 인덕터 및 1.8pF 션트 캐패시터(shunt capacitor)를 포함하는 다른 매

칭 회로는 상기 직렬 캐패시터와 50Ω 피드 사이에 접속된다. 도시되지 않은 다른 RF 회로(306)는 점선으로 둘러싸

인 구역 내에 포함된다. 이 회로는 복수의 접지 도체를 포함하여, PCB 상에 실장될 경우에 점선으로 둘러싸인 전체 

구역이 실질적으로 접지 도체로 간주될 수 있게 한다.

이 실시예에서 PCB 접지면의 크기는 1/2 파장에 가까워서 양호한 대역폭을 생성한다. 도 5는 주파수가 1500 내지 3

500㎒의 범위인 경우에 도 4에 도시된 모듈의 측정된 복귀 손실(S 11 )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 모듈(206)은 100×40

mm의 크기를 갖는 PCB의 긴 에지 상으로 개방되어 있는 슬롯(304)을 가지고 실장되며, 여기서 이 모듈은 PCB의 짧

은 에지로부터 25mm 떨어져 있다. 이 경우의 효율은 80% 이상이며 복귀 손실은 1900 내지 2900㎒ 범위에서 1㎓ 이

상의 대역폭에 걸쳐서 10dB보다 크다. 링크 테스트 측정 결과는 10m 이상의 거리에 걸쳐서 적합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로써 블루투스 지정 사항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

본 발명은 2개의 독립적인 동작 모드를 제공하여 접지면(202, 302)이 두 개의 독립적인 안테나로써 동작하게 함으로

써 상술된 장치를 개선하였다. 통상적인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에서 다이버시티 구성(diversity arrangement)을 제

공하기 위해서는 한 파장의 상당한 부분만큼 분리되는 두 개의 안테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술된 바와 같은 소형 

모듈(206) 내에 제공될 수 없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모듈에서는, 이러한 작은 영역 내에서도 다이버시티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모듈(206)의 제 1 실시예의 평면도로서, 이 모듈은 접지 도체(302) 및 제 1 슬롯(304a)

및 제 2 슬롯(304b)을 포함한다. 슬롯(304a, 304b)은 동일한 전계/전류 지점에서, 즉 그들의 개방 단부로부터 측정된

그들의 길이를 따라 대응하는 지점에서 서로 실질적으로 직교하도록 구성된다. 이것은 슬롯(304a, 304b)의 짧은 단

부에서 가장 중요하며, 여기서 가장 큰 저항없는 전류가 발견된다. 이 직교성의 결과로, 각각의 슬롯은 PCB 접지판(2

02) 상에 상이한 전류 분배를 설정하여, 상이한 방사 및 편광 패턴을 발생시키며 따라서 다중 경로의 성분을 독립적으

로 수신한다. 따라서, 각각의 슬롯을 통해 송신되거나 또는 수신된 신호는 실질적으로 상관되지 않는다.

모듈(206)은, 슬롯(304a, 304b)에 의해 차지되지 않는 모듈의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 RF 회로(306)를 포함한다. 동

작 시에, RF 회로(306)로부터의 전력은 슬롯을 지나서 RF 회로(306)의 벌크로부터 먼 슬롯(304a, 304b)의 측면 상

의 각각의 접속 점(308a, 308b)에 공급된다. 블루투스(Bluetooth)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모듈(206)은 크기가 도 4

에 도시된 것과 유사할 수 있으며, 각 슬롯(304a, 304b) 길이는 도 4의 실시예에서의 길이와 유사하다. 슬롯(304a, 3

04b)은 대체로 그 길이가 1/4 파장이지만, 현재의 모듈 기판은 약 20mm(2.4㎓에서)까지의 감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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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성이 도 7에 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발명에 따른 모듈(206)의 제 2 실시예의 평면도이다. 이 실시예에서,

슬롯(304a, 304b)은 각 캐패시터(702a, 702b)에 의해 부하가 인가되며, 이것은 동일한 공진 주파수를 유지하면서 이

들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비록 이것이 여전히 전술한 블루투스 모듈에 비해 1/10 파장의 분리를 나타

내지만, 슬롯(304a, 304b)은 모듈(206)의 밑넓이(footprint) 내에서 가능한 한 멀리 분리될 수 있다. 각 슬롯으로부터

송신된 신호와 수신된 신호 간의 교차 상관은 각 슬롯으로부터의 신호의 적절한 위상화(phasing)에 의해 더욱 감소될

수 있다. 요구된 위상 시프트(phase shift)는 불연속 위상 이동 회로(discrete phase shifting circuits), 하이브리드 

커플러(hybrid couplers) 및 스위칭된 기생 부하(switched parasitic loading)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법에 의해 달성

될 수 있다.

다이폴 안테나를 위한 적합한 위상 이동의 선택에 대해서는 국제 특허 출원 제 WO 01/71843 호에 논의되어 있다. 그

러나, 이 문헌에 제시된 기법은 슬롯보다는 다이폴 안테나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슬롯(304a, 304g)이 공통 그라운드 도체(202, 302)를 공유하기 때문에, 본 발명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공간(space), 편광(polarisation) 및 방사 패턴(이들은 모두 작은 슬롯 분리와 상호 관계를 갖는다)에 따른 다이버시

티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두 방법(직교 및 용량성 부하가 인가된 슬롯)을 조합한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방법

에서, 매우 작은 공간으로부터, 안테나 허용 RF 모듈(antenna-enabled RF module)에서 입수 가능한 다이버시티가 

얻어질 수 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중 표준 무선 통신 장비에 사용하기 위해 이중 대역 안테나(dual band antenna)가 요구될 

수도 있다. 전형적인 조합은 2.4㎓에서의 블루투스 또는 IEEE 802.11b(WiFi) 및 5㎓에서의 IEEE 802.11a이다. IEE

E 표준은 둘 다 다이버시티를 지원한다. 이중 대역 성능은 단일 지점에서 이중 대역 매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슬롯(

304a, 304b)을 제공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슬롯이 무선 모듈 내에 포함되는 전술한 바와 같은 실시예에서

는, 두 개의 상이한 지점에 각 슬롯(304a, 304b)을 제공하고, 멀티플렉싱(스위치 또는 필터) 네트워크를 통해 격리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주파수 공급 지점이 고주파수 공급 지점의 전계 널(null)에 가깝게 되도록 선택하면 이 격리

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주파수 공급 지점은 슬롯(304a, 304b)의 짧은 단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며,

고주파수 공급 지점은 개방 단부에 더 가깝다.

도 6 및 7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그라운드 도체(302, 202)내의 상이한 전류 패턴으로 인한 편광 다이버시티 외에, 추

가적인 편광 다이버시티가 종래의 PIFA와 관련하여 슬롯(304a, 304b)(전술되었음)을 사용함으로써 임의의 실시예에

서 달성될 수 있다. 안테나는 동일한 체적(매우 작은 RF 모듈) 내에 위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이한 편광 상태를

갖는다. 이것은 슬롯(304a, 304b)이 그것에 대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PCB 내에 삽입되기 때문이다. PIFA는 PCB

의 편광을 가지며, 슬롯(304a, 304b)의 편광은 PCB 내의 그들의 배향에 의존한다. 이것은 직교성을 제공하도록 구성

될 수 있으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PIFA 또는 슬롯의 변경없이 달성될 수 있다. 만약, 두 안테나가 너무 강하게 결

합되면, PIFA가 수신될 때 스위치는 슬롯 양단에 제공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슬롯(304a, 304b)은 RF 모듈(206)의 접지판(302) 또는 PCB 접지판(202)에 포함될 수 있다. PCB

접지판(202)에 포함되는 경우, RF 소자는 모듈(206)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듈(206) 

내에 슬롯(304a, 304b)을 포함하는 경우의 이점은 공급량이 보다 정확하게 제어되고, 매칭 동안에 대역폭 확대 및/또

는 다중 대역 동작이 제어하기 쉽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적 모듈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향상된 방사 성능을 위

해 PCB 접지판에 접속시킬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RF 모듈(206)에 대한 전술한 내용은, 예를 들어 베이스밴드 및 디바이스 제어 회로와 같은 모듈 내의 다른 비 RF(no

n-RF) 소자의 포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실시예에서, 슬롯(304a, 304b)은 개방 단부이다. 그러나, 밸런스

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면, 양쪽 단부가 모두 닫힌 경우도 동등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 당업자라면 다른 변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형은 무선 통신 장치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및 사용과 관련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특징을 포함할 수도 있고, 이들은 본 명세서에 개시

된 특징을 대신하거나 이들 특징에 부가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 및 청구항에서 단수로 표현된 구성 요소는 복수와 이러한 소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 명

세서에서 '포함한다'라는 용어는 나열된 구성 요소 또는 단계 외의 다른 구성요소 또는 단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적으로 작은 격리를 갖는 두 개의 슬롯(304a, 304b)을 합체시키는 접지도체(302)와 각각의 슬롯에 트랜시버를 

결합시키는 수단(308a, 308b)을 포함하여, 상기 접지 도체가 두 개의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안테나로서 동작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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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안테나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슬롯(304a, 304b)의 하나의 단부는 개방되고, 각각의 개방된 단부들로부터 유사한 거리에 위치한 각각의 슬

롯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직교하는 안테나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슬롯들에 용량성 부하(capacitive loading)가 인가되는 안테나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시버와 각각의 슬롯 간에 상이한 위상 시프트(phase shift)를 제공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안테나 장치.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평면 인버터형 F 안테나(planar inverted-F antenna)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접지 도체와 상기 평면 안테나의 분극은 

크게 상이한 안테나 장치.

청구항 6.
전기적으로 작은 격리를 갖는 두 개의 슬롯(304a, 304b)을 합체시키는 접지도체(302)와, 트랜시버와, 상기 트랜시버

를 각각의 슬롯에 결합시키는 수단(308a, 308b)과, 상기 접지 도체를 제 2 접지 도체에 결합시키는 수단을 포함하여, 

상기 접지 도체와 상기 제 2 접지 도체의 조합이 두 개의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안테나로서 동작 가능하게 하는 무선 

모듈(206).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 도체와 상기 제 2 접지 도체 간의 접속 영역(connection area)을 가변시키는 수단이 제공되어, 상기 무선 

모듈의 동작 주파수를 변경시키는 무선 모듈.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시버는 듀얼 밴드 사용을 위해 적응되며, 상기 트랜시버를 각각의 슬롯에 결합시키는 상기 수단(308a, 308

b)은 각각의 슬롯에 대한 제 1 및 제 2 접속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접속부는 제 1 주파수 밴드에서 사용되고, 상기 

제 2 접속부는 제 2 주파수 밴드에서 사용되는 무선 모듈.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접지 도체는 인쇄 회로 기판 접지 평면인 무선 모듈.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접지 도체는 핸드셋 케이스인 무선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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