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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를 개시한다. 안테나는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을 갖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이 제1 안테나 엘리먼트에 전자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제1 안테나 엘리먼트에 인접하게 위치된 부동(float

ing)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한다.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는 제2 동작 주파수 대역 내에서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관련하여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에 접속된 공급 포트(feeding port)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를 통

신 회로에 접속하여,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와 통신 회로 사이에서 제1 동작 주파수 대역과 제2 동작 주파수 대역 모

두에서의 통신 신호를 교환한다. 트랜시버 및 리시버를 구비한 무선 모바일 통신 장치에 있어서, 공급 포트는 트랜시

버 및 리시버 모두에 접속되어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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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제1 안테나 엘리먼트의 평면도이고,

도 2는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의 평면도이고,

도 3은 도 1 및 도 2의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평면도이고,

도 4는 모바일 통신 장치에 장착된 도 3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수직도이고,

도 5는 제2 안테나 엘리먼트의 평면도이고,

도 6 내지 도 8은 대안의 제2 안테나 엘리먼트의 평면도이고,

도 9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 제2 안테나 엘리먼트 및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평면

도이고,

도 10은 기생 커플러(parasitic coupler)의 평면도이고,

도 11은 대안의 기생 커플러의 평면도이고,

도 12는 기생 커플러를 구비한 추가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평면도이고,

도 13은 모바일 통신 장치에 장착된 다른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수직도이고,

도 14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제1 안테나 엘리먼트

12, 14 : 포트

22 : 제1 도체부

26 : 제2 도체부

30 :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

50 : 제2 안테나 엘리먼트

112 : 기생 커플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안테나의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셀룰러폰, 무선 양방

향 이메일 통신 장치 등과 같은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를 제공한다.

다중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의 통신을 지원하는 안테나 구조를 구비한 모바일 통신 장치('모바일 장치')가 공지되어 있

다. 헬릭스(helix) 안테나, '역 F 자형 안테나', 접힌 다이폴 안테나(folded dipole antenna), 및 신축형 안테나(retract

able antenna) 구조를 포함한 많은 상이한 타입의 모바일 장치용 안테나가 또한 공지되어 있다. 헬릭스 안테나 및 신

축형 안테나는 통상적으로 모바 일 장치의 외부에 설치되고, 역 F자형 안테나 및 접힌 다이폴 안테나는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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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의 케이스 또는 하우징 내부에 매립된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장치에서는 기계적 이유 및 인체 공학적 이

유로 내장형 안테나(embedded antenna)가 외장형 안테나에 비하여 바람직하다. 내장형 안테나는 모바일 장치의 케

이스 또는 하우징에 의해 보호되므로, 외장형 안테나보다 내구성이 좋은 경향이 있다. 외장형 안테나가 모바일 장치의

주변 장치와 물리적으로 간섭할 수 있어서, 특히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

지만, 내장형 안테나는 그러한 단점이 거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일부 타입의 모바일 장치에서, 공지의 내장형 안테나 구조 및 설계 기법은 복수의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현될 수 없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양태에 따르면,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을 갖는 제1 안테나 엘

리먼트와, 이 제1 안테나 엘리먼트에 전자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제1 안테나 엘리먼트에 인접하게 배치되고 제2 동작 

주파수 대역 내에서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관련하여 동작하도록 구성되는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와, 제1 안테나 엘리

먼트에 접속되고, 제1 안테나 엘리먼트를 통신 회로에 접속하고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와 통신 회로 사이에서 제1 동

작 주파수 대역과 제2 동작 주파수 대역 모두에서의 통신 신호를 교환하도록 구성된 공급 포트를 구비한 다.

트랜시버 및 리시버를 갖춘 무선 모바일 통신 장치에 사용되는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른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단일의 유전체 기판과, 트랜시버 및 리시버에 접속된 공급 포트를 구비하는 상기 유전체 기판 상의 제1 안테나 엘리먼

트와, 이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전자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상기 단일의 유전체 기판 상에서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

트에 인접하게 위치되는 상기 유전체 기판 상의 부동(floating)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한다.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에 있어서, 상이한 안테나 엘리먼트는 통상적으로 상이한 동작 주파수 대역에 동조되므로, 다

중-엘리먼트 안테나가 다중-대역의 모바일 통신 장치에서 안테나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적절하게 동조된 별도

의 안테나 엘리먼트는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를 약 900 MHz 및 1800 MHz 또는 1900 MHz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하거나, 약 8

00 MHz 및 1900 MHz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한다.

동작 주파수 대역이 100-200 MHz 내에서 비교적 긴밀한 간격으로 있는 경우에, 또는 종종 대역이 고조파 관계로 있

는 경우에, 단일의 안테나 엘리먼트를 다중-대역 작업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GPRS 모바일 장치에서는, 공통

의 안테나 구조를 이용하여 다른 지방 또는 영역의 네트워크에서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두 3개의 주파수 대역

에서 동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 가지 공지의 안테나 구조에서는, 900 MHz로 동조된 하나의 안테나 엘리먼트

와 1800 MHz 및 1900 MHz의 2개의 다른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동작하도록 동조된 

다른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하며, 각각의 트랜시버에 접속된 단지 2개의 안테나 구조를 이용하여 3 대역 동작(triba

nd operation)이 얻어진다. 이러한 타입의 안테나 구조는 단지 2개의 안테나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3개의 동작 주파수

대역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안테나 설계 분야의 당업자는 이해할 수 있듯이, 안테나 엘리먼트의 이러한 광대역 동작은 넓은 동작 주파수 

대역에 의해 커버되는 주파수 대역의 적어도 하나에서 안테나 엘리먼트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2개의 주파수 대역 각

각에 동조된 별도의 안테나 엘리먼트는 일반적으로 광대역 동작용으로 구성된 유사한 안테나 엘리먼트보다 각각의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더 양호한 성능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광대역 기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 긴밀한 간격

을 갖는 동작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만 실용적이다. 단일의 안테나 엘리먼트가 다중의 유사하거나 또는 긴밀한 간격을

갖는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의 동작은 통상적으로 통신 회로

에 접속되는 자체의 공급 포트를 구비한 별도의 안테나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지원된다.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양태에 따른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관련하여 동작하도록 구성된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한다.

도 1은 제1 안테나 엘리먼트의 평면도이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는 제1 도체부(22)와 제2 도체부(26)를 구비한

다. 상기 제1 도체부(22) 및 제2 도체부(26)는 간극(23)을 형성하도록 위치되고, 이에 따라 개방된 접힌 다이폴 안테

나로서 공지된 개방-루프 구조를 형성한다. 변형예에 있어서, 예컨대 폐쇄된 접힌 다이폴 구조 등과 같은 다른 안테나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1 도체부(22)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동작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탑 로드(20; top load)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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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다. 위에서 요약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동작 주파수 대역은 1800 MHz 및 1900 MHz 등과 같은 다중 동작 주

파수 대역을 포괄하는 넓은 주파수 대역일 수 있다. 탑 로드(20)의 치수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전체 전기적 길

이에 영향을 끼치므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를 동조시키도록 조정될 수 있다. 예컨대, 탑 로드(20)의 사이즈를 작

게 하게 되면, 제1 안테나 엘리먼트의 전체 전기적 길이를 줄임으로써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동작 주파수 대역

의 주파수가 증가된다. 또한,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동작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는, 도체부(22, 26) 사이의 

간격(23)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서 또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다른 부분의 치수를 변경함으로써 더 동조될 수 있

다.

제2 도체부(26)는 안정화 패치(24)와 로드 패치(28)를 구비한다. 안정화 패치(24)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제1 도체부(22)와 제2 도체부(26) 사이의 전자기 결합에 영향을 끼치는 제어된 결합 패치(patch)이

다. 도체부(22, 26) 사이의 전자기 결합은, 원하는 안테나 특징에 따라 선택되는 간격(23)의 크기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는 또한 2개의 포트(12, 14)를 구비하는데, 하나는 제1 도체부(22)에 접속되어 있고 다른 하

나는 제2 도체부(26)에 접속되어 있다. 포트(12, 14)는 도체부(22, 26) 사이의 간격(23)으로부터 오프셋되어 있으며,

그 결과 공통적으로 '오프셋 피드(offset feed)' 개방된 접힌 다이폴 안테나로서 지칭되는 구조를 이룬다. 그러나, 포

트(12, 14)가 반드시 간격(23)으로부터 오프셋될 필요는 없으며, 예컨대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가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장치의 다른 구성 요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다른 구성 요소와 물리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위치될 수 

있다. 포트(12, 14)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를 통신 회로에 결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 실시예에서, 포트(12)는

접지면에 결합되어 있는 반면, 포트(14)는 신호원에 결합되어 있다. 변형예에서는, 접지면과 신호원의 접속이 반대로 

될 수 있는데, 즉 포트(12)가 신호원에 결합되고 포트(14)가 접지되어 있다. 도 1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업자는 

포트(12, 14)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가 정합 네트워크(matching network)에 접속될 수 있어서, 제1 안테나 엘

리먼트(10)의 임피던스를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가 결합된 통신 회로 또는 장치의 임피던스와 정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해할 것이다.

도 2는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의 평면도이다.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는 패치(32) 및 도체부(34, 36, 38)를 구비한

다. 당업자는 패치(32)의 치수가 동작 주파수 대역과,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를 채용한 안테나의 이득에 영향을 끼

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도체부(34, 36, 38)의 치수는 부동 안테나 엘

리먼트(30)와, 이 엘리먼트와 관련하여 동작하는 다른 안테나 엘리먼트 사이의 전자기 결합을 제어하므로, 부동 안테

나 엘리먼트(30)를 구비한 안테나의 동작 특성에 또한 영향을 끼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달리,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는 공급 포트를 구비하지 않으며, 다른 안테나 엘리먼트와 관련하여 동작하도록 의도된다.

도 3은 도 1 및 도 2의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평면도이다.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에

있어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도 2의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는 서로 매우 근접하

게 위치되어 있으며, 그 결과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적어도 일부는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의 적어도 일부와 

인접해 있다.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는, 예컨대 구리 도체 및 공지의 구리 에칭 기법을 이용하여 가요성의 유전체 

기판(42)에 조립된다. 안테나 엘리먼트(10, 30)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일부, 즉 도 3의 제1 도체부(22)의 탑 

로드(20)가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의 도체부(34, 36, 38)에 인접하고 그들 도체와 부분적으로 오버랩되도록 조립

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가 근접해 있음으로 인하여, 두 안테나 엘리먼트(10, 30) 

사이의 전자기 결합이 얻어진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는 CDMA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의 1900 MHz 대역 등과 같은 단일 주

파수 대역에 적합하도록 동조되거나, 예컨대 DCS로서 또한 공지된 GSM-1800(1800 MHz) 및 GPRS 장치의 GSM-

1900(1900 MHz) 등의 다중 주파수 대역에서의 광대역 동작을 위하여 구성된다.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는 다중-

엘리먼트 안테나(40)의 다른 동작 주파수 대역에 적합하도록 동조된다. 다른 동작 주파수 대역은 제1 안테나 엘리먼

트(10) 및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의 전체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

30)는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가 1575 MHz 주파수 대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수용할 수 

있게 하지만, 본 발명이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원리는 다른 주파

수 대역에도 또한 적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동작 특징은 도체부(22, 26)의 치수와, 제1 도체부(22)와 제2 도체부(

26) 사이의 간격(23)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제어된다. 예컨대, 간격(23)은, 안테나 이득(antenna gain)과 제1 동작 

주파수 대역 내의 특정 주파수에서의 성능을 최적화함으로써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를 선택된 제1 동작 주파수 대

역에 동조시키도록 조정된다. 안정화 패치(24)와 간격(23)의 치수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입력 임피던스에 영

향을 끼치며, 따라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이 안테나 엘리먼트가 접속되는 통신 회로 사이의 임피던스 정합을 

개선하도록 또한 조정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패치(32)의 치수는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의 임피던스, 동작 주파수

대역 및 이득에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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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엘리먼트(10, 30)의 각각과, 이들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의 치수는 안테나 엘리먼트 사이의 전자기적 결합을 

또한 제어한다. 안테나 엘리먼트(10, 30) 사이의 전자기적 결합을 적절하게 제어하면, 각 동작 주파수 대역을 실질적

으로 독립적으로 동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 안테나 엘리먼트(10, 30)의 치수와 다른 안테나 엘리먼트에 대한 상대

위치는, 안테나 엘리먼트(10)와 안테나(40)가 각각의 동작 주파수 대역 내에서 최적화되도록 조정된다. 다중-엘리먼

트 안테나(40)에서, 도체부(34, 38)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탑 로드(20)의 일부와 오버랩되고, 도체부(36)는 

보다 작은 수준으로 제1 안테나 엘리먼트의 탑 로드의 일부와 오버랩된다. 안테나 엘리먼트(10, 30)의 이들 부분은 

주로 안테나 엘리먼트(10, 30) 사이의 전자기적 결합의 강도를 제어할 뿐 아니라,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의 임피

던스, 특히 캐패시턴스를 제어한다.

동작 시에,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의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는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의 조합은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는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의 통신 신호를 전송 및/또는 수신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가 전술한 전자기 결합에 기인하여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에 대한 탑 로드를 제공하지만, 안테

나 엘리먼트의 치수 및 배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면,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동작에 대

한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의 영향을 보상하거나 감소시킨다. 따라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는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의 통신 신호를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한 1차 송신 안테나(radiator)를 형성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가 수신

한 통신 신호는 포트(12, 14)가 접속되는 통신 회로(도시 생략)로 전송된다. 마찬가지로,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전송되는 통신 신호는 포트(12, 14)를 통하여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로 전달된다. 제1 주파수 대역에서 의 전송 및 

수신은 포트(12, 14)가 접속되는 통신 회로의 타입에 따라 좌우된다. 예컨대, 통신 회로는 리시버, 트랜스미터, 또는 

리시버와 트랜스미터를 모두 합체한 트랜시버를 구비할 수 있다.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의 동작은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와 제1 안테나 엘리먼트(1

0) 사이의 전자기적 결합을 이용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는, 제2 동작 주파수 대

역의 통신 신호를 수신하도록 조합되어 동작하고,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는 그 통신 신호를 전송하도록 조합되어

동작한다. 이들 신호는 포트(12, 14)를 통하여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와 관련 통신 회로 사이에서 전달된다. 따라

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포트(12, 14)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그리고 안테나 엘리먼트(10, 30) 사이의 

전자기 결합을 통하여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 모두에 대한 공급 포트로서 작용한다.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듯이, 40과 같은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구조는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를 로딩하는 것과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의 효율적인 동작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안테나 엘리먼트(10, 30) 사이의 전자기 결합이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에 탑 로드를 도입

하는 반면에, 동일한 결합 원리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포트(12, 14)로부터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다중-엘

리먼트 안테나(40)의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제1 및 제2 동작 주파수 대역과 관련한 통신 회로는 단일의 리시버, 트랜스 미터, 또는 다중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

도록 구성된 트랜시버, 또는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별도의 리시버, 트랜스미터, 트랜시버 또는 이들의 어떤 조

합이다. 한 가지 가능한 실시예에 있어서, 예컨대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은 1900 MHz CDMA PCS 주파수 대역이고,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은 1575 MHz GPS 주파수 대역이며, CDMA 트랜시버 및 GPS 리시버 모두가 포트(12, 14)에 

접속되어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를 도시한다. 변형예에서, 안테나 엘리먼트(10, 30) 또는 

이들의 일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버랩될 수 있다. 예컨대, 탑 로드(20)와 도체부(38) 사이의 간격을 증가시키거나

, 도체부(34, 36, 38)의 길이를 감소시켜 안테나 엘리먼트(10, 30) 사이의 오버랩 정도를 감소시키면, 안테나 엘리먼

트(10, 30) 사이의 전자기 결합이 감소되고, 또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의 임피던스에 영향을 끼친다. 당업자는 

안테나 엘리먼트(10, 30)의 필요한 오버랩 부분 없이도 전자기 결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해할 것이다. 따라

서, 도 3에 도시된 특정 구조 이외의 다른 구조도 또한 가능하다. 그러한 변형 구조에서 안테나 엘리먼트의 치수 및 간

격과, 그에 따른 안테나 엘리먼트 사이의 전자기 결합은 바람직하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적의 안테나 효율 및 실질

적으로 독립적인 안테나 엘리먼트 동조를 달성하도록 조정된다.

도 4는 모바일 통신 장치에 장착된 도 3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수직도이다. 당업자는 안테나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전방의 하우징 벽과 모바일 장치(43)의 대부분의 내부 구성 요소를 도 4에 도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

다. 조립 상태의 모바일 장치에서, 도 4에 도시된 내장형 안테나는 보이지 않는다.

모바일 장치(43)는 전방벽(도시 생략), 후방벽(44), 상부벽(46), 하부벽(47) 및 측벽(하나만 45로 도시되어 있음)을 

포함하는 케이싱 또는 하우징을 구비한다. 또한, 모바일 장치(43)는 하우징 내에 장착되고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

의 포트(12, 14)에 접속된 트랜시버(48) 및 리시버(49)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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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상기 부분에서의 복잡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부벽(46)의 뒤에 있는 기판(42)의 부분을 도 4에는 도시하지 않

았지만, 기판이 측벽(45)을 따라 상부벽(46) 상으로 적어도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의 단부까지 연장되는 것을 이

해해야 한다.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를 기판(42), 바람직하게는 가요성의 유전체 기판 상에 조립하는 것은 모바일

장치(43)에 설치하기 전 및 설치하는 중에 안테나의 취급을 용이하게 한다.

안테나를 조립되는 기판(42)을 포함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모바일 장치(43)의 하우징의 내측에 장착되어 있다. 

기판(42)과 그에 따른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원래의 실질적으로 평평한 구조로부터 접혀

서, 다중 평면에서 안테나를 정향시키도록 모바일 장치의 하우징의 내측면 둘레에서 연장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

10)는 후방벽(44), 측벽(45) 및 상부벽(46)을 따라 접혀서 이들 벽을 따라 장착된다. 포트(12, 14)는 후방벽(44)에 장

착되고 트랜시버(48) 및 리시버(49) 모두에 접속되어 있다. 제1 도체부(22)는 측벽(45)을 따라, 상부 코너(39)의 둘레

에서, 그리고 상부벽(46)을 따라 연장된다.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는 측벽(45), 상부벽(46) 및 후방벽(44)을 따라 

유사하게 연장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는 부분적으로 상부벽(46)에 위치되어 있고, 도체부(38)

는 측벽(45) 상에서 연장되고, 패치(32)의 일부(35)는 후방벽(44) 상에서 상측 후방 에지(41) 둘레에서 연장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포트(12, 14)는 트랜시버(48) 및 리시버(49) 모두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시버(48)와 리시

버(49) 중 하나 또는 다른 하나 내외로의 신호를 전환하거나 루트 변경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명백한 많은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위에서 요약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는 1900 MHz CDMA PCS 주파수 대역

내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고,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는 1575 MHz GPS 주파수 대역에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

0)와 조합되어 동작하며, 트랜시버(48)는 CDMA PCS 트랜시버이고, 리시버(49)는 한 가지 가능한 실시예에서 GPS 

리시버이다.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를 모바일 장치(43)의 상부벽(46)에 장착하는 것은 GPS 위성으로부터의 신호

를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데에 특히 유리한데, 그 이유는, 예컨대 모바일 장치를 사용중이거나 보관 크래들 또는 운반 

케이스에 보관하는 때에, 모바일 장치가 통상적으로 그 상면이 비교적 드러나 있어서 하늘을 향해 마주하는 상태로 

정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장치(43)의 다른 구성 요소는 그 장치 내로 지향되는,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

0)와 관련된 송신 요소를 차단한다. 이러한 차단은 결과적인 빔-조정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는 구성 요소가 모바일 

장치의 상부로부터 외부를 향하는 것을 개선하여, GPS 신호 수신을 더욱 향상시킨다.

도시된 바와 같이, 패치(32)는 상측 후방 에지(41) 둘레에서 후방벽(44) 상으로 연장되는 부분(35)을 구비한다. 이 부

분(35)은, 예컨대 부동 안테나 엘리먼 트(30)와 모바일 장치(43)의 다른 구성 요소 사이에 전자기 결합이 유리한 곳에

사용된다. 다른 장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러한 결합은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송신 패턴을 제어하기 위한 추가의 

자유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변형예에서, 패치(32)는 전적으로 또는 단지 부분적으로 상부벽(46)에 장착되어 있다.

도 4는 모바일 장치(43) 내에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한 가지 방위를 도시하고 있지만, 안테나는, 예컨대 하우징

의 타입에 따라 여러 상이한 방법으로 장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후방벽, 상부벽, 측

벽 및 바닥벽을 구비한 모바일 장치에 있어서, 안테나는 하우징에 직접 장착될 수도 있다. 많은 모바일 장치의 하우징

은, 모바일 장치의 내부 구성 요소가 위치된 때에 함께 부착되는 별도의 부품에 장착된다. 종종, 하우징 섹션은 전방 

섹션 및 후방 섹션을 구비하고, 각 섹션은 하우징의 상부벽, 측벽 및 바닥벽의 일부를 포함한다. 후방 하우징 섹션의 

상부벽, 측벽 및 바닥벽의 부분이 안테나와 기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사이즈가 아닌 경우에,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

이 하우징에 안테나를 장착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장치에서, 안테나는 바람직하게는 안

테나 프레임에 부착되고, 이 안테나 프레임은 모바일 장치의 하우징, 모바일 장치의 구조 부재 또는 모바일 장치의 다

른 구성 요소와 일체로 있거나 또는 이들 구성 요소에 장착되도록 되어 있다. 안테나를 기판에 조립하는 경우, 안테나

의 장착 또는 부착은 바람직하게는, 그 안테나가 장착 및/또는 부착되는 구성 요소인 기판에 제공되거나 도포된 접착

제를 이용하여 달성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장착은 단지 예시적 목적 으로 의도한 것이다. 다중-엘리먼트 안테

나 또는 기타 유사한 안테나 구조를 모바일 장치 또는 모바일 장치 하우징의 다른 면에 장착할 수 있다. 예컨대, 다중-

엘리먼트 안테나가 장착되는 하우징 표면은 반드시 평평하거나, 수직이거나, 또는 임의의 특정 형상일 필요는 없다. 

안테나는 도 4에 도시된 것보다 작거나 멀리 있는 표면 또는 평면에 또한 장착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2개-엘리먼트 안테나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 이상의 다른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에서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 제2 안테나 엘리먼

트 및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를 채용하는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 5는 제2 안테나 엘리먼트의 평면도이다.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는 제1 포트(52), 제2 포트(54) 및 이들 포트(52,

54)에 접속된 상부 도체부(56)를 구비한다. 당업자에게 명백하듯이, 포트(52, 54)와 상부 도체부(56)는 일반적으로 

예컨대 구리 등의 전도성 재료로 제조된다. 상부 도체부(56)의 길이는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의 동작 주파수 대역

을 설정한다.

도 6 내지 도 8은 대안의 제2 안테나 엘리먼트의 평면도이다.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의 상부 도체부(56)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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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균일한 폭(58)을 갖는 반면에, 도 6에 도시된 대안의 제2 안테나 엘리먼트(60)는 폭이 불균일한 상부 도체부(66

)를 갖는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트(62, 64) 사이의 부분(68)과 안테나 엘리먼트(60)의 상부 도체부(66)의 일

부는 폭 67 을 갖고, 안테나 엘리먼트(60)의 단부는 보다 작은 폭 69 를 갖는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는, 예

컨대 기생 커플러 등의 다른 안테나 엘리먼트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당업

자에게 명백하듯이, 안테나 엘리먼트(60) 또는 그 일부의 길이와 폭은 이득, 대역폭, 임피던스 정합, 동작 주파수 대역

및 안테나 엘리먼트의 기타 특징을 설정하도록 선택된다.

도 7은 다른 대안의 제2 안테나 엘리먼트의 평면도를 도시한다. 안테나 엘리먼트(70)는 포트(72, 74), 제1 도체부(75

), 제2 도체부(76) 및 제3 도체부(78)를 구비한다. 안테나 엘리먼트(70)의 동작 주파수 대역은 주로 제2 도체부(76) 

및 제3 도체부(78)의 길이를 선택함으로써 제어된다. 길이 L3, L4, L5 중 임의의 것은 제2 도체부(76) 및 제3 도체부

(78)의 길이를 설정하도록 조정될 수 있는 반면에, 제1 도체부(75)의 길이는 길이 L1 및/또는 L2를 조정함으로써 임

피던스 정합 목적을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 제1, 제2 및 제3 도체부의 길이가 안테나 엘리먼트(70)의 상기 동작 특징

을 제어하도록 조정되지만, 이들 도체부 중 임의의 것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은 다른 안테나 도체부에 의해 주로 제어

되는 특징에 약간의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안테나 엘리먼트(70)의 동작 주파수 대역을 감소시키도록 L3, L4 또는 L

5를 줄이면 길이 L1 및 L2 중 하나 이상이 또한 필수적으로 조정되는데, 이는 L3, L4 또는 L5의 변경이 임피던스에 

또한 영향을 끼쳐서, 안테나 엘리먼트(70)의 정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안테나 엘리먼트(70)의 제1, 제2 및 제3 도체부 중 임의의 것은, 예컨대 사행(蛇行) 라인 또는 톱니모양 패턴 등과 같

이 전기적 길이를 증가시키는 구조를 가 질 수 있다. 도 8은 안테나 엘리먼트(70)와 유사한 다른 대안의 제1 안테나 

엘리먼트의 평면도로서, 이 제1 안테나 엘리먼트는 포트(82, 84) 및 사행 라인(90, 92, 94)을 포함하여 제1 도체부(8

5), 제2 도체부(86) 및 제3 도체부(88)의 전기적 길이를 증가시킨다. 사행 라인(92, 94)은 제2 안테나 엘리먼트(80)의

제2 도체부(86) 및 제3 도체부(88)의 길이를 변경시켜서, 그 안테나 엘리먼트를 특정의 동작 주파수 대역에 동조시킨

다. 사행 라인(94)은 제2 안테나 엘리먼트(80)를 또한 수납하여, 사행 라인은 그것의 전기적 길이가 실제 물리적 치수

보다 큰 것처럼 동작한다. 사행 라인(90)은 임피던스 정합을 위하여 제1 도체부의 전기적 길이를 유사하게 변경시킨

다. 사행 라인(90, 92, 94) 중 임의의 것의 전기적 길이와, 그에 따른 제1 도체부(85), 제2 도체부(86) 및 제3 도체부(

88)의 전체 전기적 길이는, 예컨대 사행 라인 중 하나 이상의 세그먼트를 함께 접속하여 연속된 도체부를 형성함으로

써 조정될 수 있다.

도 9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 제2 안테나 엘리먼트 및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하는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평

면도이다. 다중-엘리먼트 안테나(100)에 있어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는 기판(102)

상에서 서로 인접하게 위치되어 있다.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는 실질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제1 안테나 엘리먼

트(10)와 관련하여 동작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는 그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의 적어도 일부가 제1 안테나 엘리

먼트(10)의 적어도 일부에 인접하도록 위치되어 있다. 도 9에서, 안테나 엘리먼트(10, 50)는, 제2 안테나 엘리먼트(5

0)의 상부 도체부(56)의 일부가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제2 도체부(26)에 인접하고 그 도체부에 적어도 부분적

으로 오버랩되도록 기판(102) 상에 조립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가 근접하게 위치

되어 있는 결과로, 두 안테나 엘리먼트(10, 50) 사이에 전자기 결합이 발생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제2 안테

나 엘리먼트(50)는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제1 및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을 최적화하도록 동조되지만, 각 안테나 엘리먼

트(10, 50)는 이들 엘리먼트 사이의 전자기 결합에 기인하여 다른 안테나 엘리먼트에 대한 기생 엘리먼트로서 작용하

므로, 각 안테나 엘리먼트(10, 50)에서의 전류 분포를 평평하게 하고, 양 안테나 엘리먼트(10, 50)의 동작 주파수 대

역에서의 이득 및 대역폭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중-엘리먼트 안테나(100)의 성능이 향상된다. 예컨대, GPRS 네트워크

에서 동작되도록 설계된 모바일 장치에 있어서,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은 GSM-1800(1800 MHz) 또는 DCS와, GSM

-1900(1900 MHz) 또는 PCS 주파수 대역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에,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은 GSM-900(900 M

Hz)의 주파수 대역이다. CDMA 모바일 장치에 있어서, 제1 및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은 각각 대략 1900 MHz 및 800 

MHz의 CDMA 주파수 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당업자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가 상

이한 통신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도록 다른 제1 및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에 동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 9는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안테나 엘리먼트(10, 30, 50) 사이의 전자기 결합

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의 패치, 간격 및 도체부의 치수, 형상 및 방위는 원하는 안테나 특징을 달성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예컨대,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가 다중-엘리먼트 안테나(100) 내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대안의 안

테나 엘리먼트(60, 70, 80) 또는 이들 대안의 제2 안테나 엘리먼트의 특징 중 일부를 조합한 제2 안테나 엘리먼트의 

임의의 것을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를 변형예에서 또한 사용할 수도 있다.

도 10은 기생 커플러의 평면도이다. 기생 커플러는 기생 엘리먼트, 즉 도 10에 도시된 단일의 도체(110)이며, 이 도체

는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제2 안테나 엘리먼트 사이의 전자기 결합을 향상시키

도록 사용되고, 이로써 각각의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의 각 안테나 엘리먼트의 성능과, 안테나 엘리먼트에서의 평평한

전류 분포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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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커플러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직선의 도체일 필요는 없다. 도 11은 대안의 기생 커플러의 평

면도이다. 기생 커플러(112)는 제1 도체부(114)와 제2 도체부(116)를 구비하는 접히거나 만곡된 도체이다. 예컨대, 

물리적 공간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12와 같은 기생 커플러를 사용한다.

기생 커플러가 대안으로서 인접하거나, 접속되거나 분리된 도체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해해야 한다. 예

컨대, 실질적으로 전체 길이를 따라 오버랩되어 '적층된(stacked)' 기생 엘리먼트를 형성하도록 도 10에 도시된 타입

의 2개의 도체부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다. 적층된 기생 엘리먼트의 변형예에서, 도체부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오버랩

되어 오프셋 적층된 기생 엘리먼트를 형성한다. 단부와 단부가 적층된 도체부는 다중-도체부 기생 엘리먼트의 다른 

변형을 나타낸다. 이용 가능한 물리적 공간 내에 수용되거나 특정의 전자기 결합 및 성능 특성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

는 다른 기생 엘리먼트 패턴 또는 구조는 당업자에게 또한 명백하다.

도 12는 기생 커플러를 구비한 다른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평면도이다. 다중-엘리먼트 안테나(111)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30) 및 기생 커플러(112)를 구비한다. 도시된 바와 같

이, 기생 커플러(112)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 모두에 인접해서 그들 엘리먼트의 일부

에 오버랩된다.

다중-엘리먼트 안테나(111)에 있어서, 기생 커플러(112)의 제1 도체부(114)의 일부는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의 

상부 도체부(56)에 인접하게 위치되어, 그 도체부와 전자기적으로 결합된다. 기생 커플러(112)의 제2 도체부(116)와 

제1 도체부(114)의 일부는 마찬가지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일부와 오버랩되어, 기생 커플러(112)를 제1 안테

나 엘리먼트(10)와 전자기적으로 결합시킨다. 이로써, 기생 커플러(112)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 및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 모두와 전자기적으로 결합된다.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는 일부 타입의 모바일 장치에서 비교적 저조한 통신 신호 송신 및 수신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소형 모바일 장치에 설치된 때에, 상부 도체부(56)의 길이는 모바일 장치의 물리적 치수에 의해 제한되고, 

그 결과 이득이 저조하게 된다. 기생 커플러(112)의 존재로 인하여,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제2 안테나 엘리먼트

(50) 사이의 전자기 결합이 향상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가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보다 양호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에 대한 이러한 개선된 전자기 결합은 그것의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제2 안테나 엘

리먼트(50)의 이득을 향상시킨다.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때에,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는 제1 안테나 엘리

먼트(10)에 대한 상대 위치에 의하여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제2 도체부(26)에 전자기적으로 결합된다. 기생 커

플러(112)를 통하여,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는 제2 도체부(26)에 보다 강하게 결합되고, 또한 제1 안테나 엘리먼트

(10)의 제1 도체부(22)에 전자기적으로 결합된다.

기생 커플러(112)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의 성능을 또한 개선하므로, 모든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의 성능을 개선한다. 특히,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의 전자기 결합을 통하여, 기생 커플러(112)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에서의 전류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추가의 도체를 제공하므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에서의

전류 분포가 보다 균일하게 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 및 기생 커플러(112) 양자로부터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

)로의 전자기 결합은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 및 기생 커플러(112)에서의 전류를 또한 분산시킨다. 이로 인하여,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에서의 전류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능력이 훨씬 커지게 되어, 전류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

가 동작 중일 때, 기생 커플러(112)와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 모두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으며, 이때 통신 신호는,

예컨대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 또는 다중-엘리먼트 안테나(40)에 관련한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전송되거나 수신된

다.

기생 커플러(112)의 길이 뿐 아니라,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 및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와 기생 커플러(112) 사이

의 간격은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 및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와 기생 커플러(112) 사이의 전자기 결합을 제어하

므로, 각각의 제1 및 제2 동작 주파수 대역 내에서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 및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의 이득과 대

역폭을 제어하도록 조정된다.

안테나(111)의 그 외의 동작은 도 9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특정 타입의 안테나 엘리먼트와 기생 엘리먼트가 도 12에 도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도 6 내지 도 8의 대안의 안테나 엘리먼트 중 하나 이상의 특징을 채용하는 안테나 엘리먼트를 구비한 다른 

타입의 엘리먼트가 사용된 변형예도 또한 고려된다. 또한, 변형예에 있어서는, 안테나(111) 내의 각종 엘리먼트의 상

대 위치도 도 12에 도시된 상대 위치와 상이할 수 있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 사이의 

전자기 결합은, 예컨대 기생 커플러(112)를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 사이에서 위치 결정

함으로써 향상된다. 이러한 대안의 구조는 안테나 엘리먼트 사이에 보다 긴밀한 결합을 제공한다. 그러나, 제1 안테나

엘리먼트(10)와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절연이 유리한 경우에는 안테나 엘리먼트 사이의 결합

이 보다 약한 안테나(111)와 같은 안테나가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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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모바일 통신 장치에 장착된 다른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수직도이다. 도 4에서와 같이, 안테나의 시야를 가

릴 수 있는, 모바일 장치(120)의 대부분 의 내부 구성 요소와 전방의 하우징 벽은 도 13에 도시하지 않았다.

모바일 장치(120)는 전방벽(도시 생략), 후방벽(123), 상부벽(128), 바닥벽(126) 및 측벽(하나가 124로 도시되어 있

음)을 포함하는 케이스 또는 하우징을 구비한다. 또한, 모바일 장치(120)는 제1 트랜시버(136), 제2 트랜시버(134) 

및 하우징 내에 장착된 리시버(138)를 구비한다.

도 13에 도시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150), 제2 안테나 엘리먼트(140), 부동 안테나 엘리먼

트(160) 및 기생 커플러(170)를 구비하는 점에서 도 12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111)와 유사하다. 제1 안테나 엘리

먼트(150)는 다이폴 안테나 엘리먼트이고, 제1 도체부(158)에 접속된 포트(152)와 제2 도체부(156)에 접속된 포트(

154)를 구비한다. 포트(152, 154)는 많은 가능한 신호 전환 또는 경로 변경 구조(도시 생략) 중 하나를 통하여 제1 트

랜시버(136) 및 리시버(138) 모두에 접속되도록 또한 구성되어 있다. 제2 안테나 엘리먼트(140)는 안테나 엘리먼트(

50)와 유사하며, 제2 트랜시버(144)에 접속되도록 구성된 포트(142, 144)와 상부 도체부(146)를 구비한다. 안테나 

엘리먼트(140, 150, 160)와 기생 커플러(170)가 기판(172) 상에 조립되어 있다. 도 4에서와 같이, 상부벽(128) 뒤에 

있는 기판(172)의 부분은 도 13에 도시하지 않았다.

도 13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한 형상 및 타입의 엘리먼트의 다른 예를 도시하고 있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

(150)는 안테나 엘리먼트(10)와 다른 다이폴 안테나 엘리먼트이다. 예컨대, 제1 도체부(150)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

150)와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160) 사이의 결합을 개선하는 연장부(166)를 포함하고, 포트(154)는 중간 부분 대신에

제2 도체부(156)의 일단에 접속되어 있으며, 양 도체부는 안테나 엘리먼트(10)에서와 상이한 형상을 갖는다. 제2 안

테나 엘리먼트(140)는, 상부 도체부(146)가 불균일한 폭을 갖고, 기생 커플러(170)가 수납되는 노치 또는 절결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도 9 및 도 12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제2 안테나 엘리먼트(50)와 또한 상이하다. 다른 형상, 

사이즈 및 상대 위치의 변동은 당업자에게 명백하므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안테나가 조립되는 기판(172)을 포함한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모바일 장치(120)의 하우징 내측에서, 직접적으로 

하우징 상에, 모바일 장치(120)의 하우징 또는 다른 구조적 부분에 부착된 장착 프레임 상에 또는 모바일 장치(120)

의 어떤 다른 부분에 장착된다. 기판(172)과 그에 따른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원래의 실

질적으로 평평한 구조로부터 접혀서 다중 평면에서 안테나를 정향시킨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50)는 후방벽(123), 측벽(124) 및 상부벽(128)을 가로질러 접혀서 장착되어 있다. 포트(152, 

154)는 후방벽(123)에 장착되고 제1 트랜시버(136) 및 리시버(138)에 접속되어 있다. 제1 도체부(158)는 측벽(124)

을 따라, 상부 코너(132)의 둘레에서, 그리고 상부벽(128)을 따라 연장된다. 제1 안테나 엘리먼트(150)의 제2 도체부

(156)는 측벽(124)에 장착되어 있다.

제2 안테나 엘리먼트(140)의 상부 도체부(146)는 측벽(124)에 장착되어 있고, 측벽(124)으로부터 바닥 코너(130) 

둘레에서 바닥벽(126)으로 연장된다. 포트(142, 144)가 하우징의 후방벽(123)에 장착되고, 제2 트랜시버(134)에 접

속되 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기생 커플러(170)는 측벽(124)에 장착되어 있다.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160)는 부분적으로 상부 하우징 벽(128)을 따라 장착되고, 상부벽(128) 상의 도체부(164)와, 

상부벽(128)을 따라 코너(132) 둘레에서 측벽(124)으로 연장되는 도체부(168)를 구비한다.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1

60)는 또한 패치(patch)를 포함하고, 그 일부는 하우징의 상측 후방 에지의 둘레에서 후방벽(123)으로 연장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160)의 상기 위치는 리시버(138)가 GPS 리시버인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

다중-엘리먼트 안테나가 설치된 모바일 장치는, 예컨대 데이터 통신 장치, 음성 통신 장치, 그리고 데이터 통신 기능

을 갖는 휴대폰,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PDA, 무선 이메일 통신 장치, 또는 랩탑 컴퓨터나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기타 다른 전자 장치나 시스템과 관련하여 동작하는 무선 모뎀 등의 듀얼-모드 통신 장치일 수 있다.

도 14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모바일 장치(120)는 듀얼-모드 모바일 장치이고, 트랜시버 모듈(

911), 마이크로프로세서(938), 디스플레이(922), 비휘발성 메모리(924), 램(random access memory; 926), 하나 이

상의 보조 입력/출력(I/O) 장치(928), 직렬 포트(930), 키보드(932), 스피커(934), 마이크로폰(936), 근거리 무선 통

신 서브-시스템(940) 및 기타 장치의 서브-시스템(942)을 포함한다.

트랜시버 모듈(911)은 제1 안테나(902) 및 제2 안테나(904)와, 제1 트랜시버(906), 리시버(908), 제2 트랜시버(910)

및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920) 를 구비한다. 도 14에 별도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제1 안테나(906)가 제1 안테

나 엘리먼트와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를 모두 구비하는 것은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

1 안테나(902) 및 제2 안테나(904)는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의 안테나 엘리먼트이다.

비휘발성 메모리(924) 내에서, 모바일 장치(120)는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프로세서(938)〔및/또는 DSP(9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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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실행될 수 있는 복수의 소프트웨어 모듈(924A-924N)을 구비하며, 이 모듈은 음성 통신 모듈(924A), 데이터 통

신 모듈(924B), 복수의 다른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복수의 다른 동작용 모듈(924N)을 포함한다.

모바일 장치(120)는 바람직하게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갖는 양방향 통신 장치이다. 따라서, 예컨대 모바일 장

치(120)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셀룰라 네트워크 중 임의의 것과 같은 음성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할 수도 있다.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는 도 14에 통신 타워(919)로서 도시되어 있다

. 이들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는 기지국, 네트워크 컨트롤러 등과 같은 별도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별도의 통신 네트

워크일 수도 있고, 단일의 무선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도 있다. 트랜시버(906, 910)와 리시버(908)는 통상적으로 다른

네트워크(919)와 통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트랜시버 모듈(911)은 네트워크(919)와 통신하도록 사용된다. DSP(920)는 트랜시버(906, 910) 내외로 통신 신호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데 사용되고, 리시버(908)로부터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데 사용되며, 트랜시버(906, 910) 및 리

시버(908)에 제어 정보를 제공한다. 음성 정보 및 데이터 정보 모두를 포함한 정보는 DSP(920)와 마이크로프로세서(

938) 사이의 링크를 매개로 트랜시버 모듈(911) 내외로 통신한다.

동작 주파수 대역, 구성 요소 선택, 파워 레벨 등과 같은 트랜시버 모듈(911)의 상세한 구조는 모바일 장치(120)를 동

작하도록 되어 있는 통신 네트워크(919)에 따라 좌우된다. 예컨대, 북미 시장에서 동작하도록 의도된 모바일 장치에 

있어서, 제1 트랜시버(906)는 Mobitex(등록상표) 또는 DataTAC(등록상표) 모바일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AMPS, T

DMA, CDMA, PCS 등과 같은 각종 음성 통신 네트워크의 임의의 것과 동작하도록 설계될 수 있는 반면에, 리시버(90

8)는 GPS 위성과 동작하도록 구성된 GPS 리시버이고, 제2 트랜시버(910)는 북미 및 가능하게는 다른 지리적 영역에

서 GSM 음성 통신 네트워크 및 GPRS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와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별도 및 일체의 다른 타입

의 데이터 및 음성 네트워크를 모바일 장치(120)와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대신에, 트랜시버(906, 910)는, 예컨대 G

SM-900 및 GSM-1900, 또는 800 MHz 및 1900 MHz의 CDMA 대역 등과 같은 유사한 네트워크의 상이한 동작 주

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트랜시버가 리시버(908) 대신에 사용된다.

네트워크(919)의 타입에 따라서, 모바일 장치(120)의 액세스 요건이 또한 변경될 수 있다. 예컨대, Mobitex 및 Data

TAC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장치는 각 모바일 장치와 관련된 특유의 식별 번호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등

록된다. 그러나, GPRS 데이터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가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 또 는 가입자와 관련되어 있

다. GPRS 장치는 통상적으로 GPRS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가입자 식별 모듈('SIM')을 필요

로 한다. SIM 장치가 없으면, 로컬 또는 비네트워크(non-network) 통신 기능(있는 경우)이 동작될 수 있지만, 모바일

장치는 911 비상 전화 등과 같은 임의의 합법적으로 필요한 동작 이외에는, 데이터 네트워크(919)를 통한 통신을 비

롯한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임의의 필요한 네트워크 등록 또는 분석 절차가 완료된 후에, 모바일 장치(120)는 음성 및 데이터 신호 모두를 포함한

통신 신호를 네트워크(919)를 통하여 송수신할 수 있다. 안테나(902 또는 904)가 통신 네트워크(919)로부터 수신한 

신호는 트랜시버(906, 910) 중 하나 또는 리시버(908)로 경로가 정해지고, 이는 신호 증폭, 주파수 하향 전환, 필터링

및 채널 선택 뿐 아니라, 예컨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을 제공한다. 수신된 신호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면, DSP(920)를 이용하여 실행되는 디코딩 및 디지털 복조 등과 같은 보다 복잡한 통신 기능이 가능하게 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919)로 전송될 신호는, 예컨대 DSP(920)에 의한 변조 및 인코딩을 포함한 처리가 행해진

후,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의 변환, 주파수 상향 변환, 필터링, 증폭 및 안테나(902 또는 904)를 통한 통신 네트워크(

919)로의 전송을 위하여 트랜시버(906, 910) 중 하나로 제공된다.

통신 신호를 처리하는 것 이외에, DSP(920)는 트랜시버도 또한 제어한다. 예컨대, 트랜시버(906, 910) 또는 리시버(

908)에서 통신 신호에 적용된 이득 수준은 DSP(920)에서 구현된 자동 이득 제어 알고리즘을 통하여 적절하게 제어

될 수 있 다. 트랜시버 모듈(911)을 보다 섬세하게 제어하도록 다른 트랜시버 제어 알고리즘을 DSP(920)에 또한 구

현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938)는 바람직하게는 듀얼-모드 모바일 장치(120)의 전체 동작을 관리하고 제어한다. 많은 타입

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본 발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으로서 단일의 DSP(920)를 사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

서(938)의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다. 적어도 데이터 및 음성 통신을 포함한 낮은 레벨의 통신 기능은 트랜시버 모듈(9

11)에서 DSP(920)를 통하여 실행된다. 음성 통신 어플리케이션(924A) 및 데이터 통신 어플리케이션(924B) 등의 기

타 높은 레벨의 통신 어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프로세서(938)에 의해 실행되도록 비휘발성 메모리(924)에 기억될 수 

있다. 예컨대, 음성 통신 모듈(924A)은 네트워크(919)를 매개로 모바일 장치(120)와 복수의 다른 음성 또는 듀얼 모

드 장치 사이에서 음성 인식(voice calls)을 전송 및 수신하도록 조작될 수 있는 높은 레벨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

한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신 모듈(924B)은 네트워크(919)를 매개로 모바일 장치(120)와 복수의 다른 데이터 장치 

사이에서 이메일 메시지, 파일, 오거나이저 정보(organizer information), 단문 메시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송수신하

도록 조작될 수 있는 높은 레벨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938)는 디스플레이(922), 비휘발

성 메모리(924), 램(926), 보조 입력/출력(I/O) 서브 시스템(928), 직렬 포트(930), 키보드(932), 스피커(934), 마이크

로폰(936), 근거리 통신용 서브시스템(940) 및 일반적으로 942로 지시된 임의의 다른 장치의 서브 시스템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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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치의 서브 시스템과 또한 상호 작용한다.

도 14에 도시된 서브 시스템의 일부는 통신-관련 기능을 실행하는 반면에, 다른 서브 시스템은 '상주(resident)' 또는

온-디바이스(on-device)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키보드(932) 및 디스플레이(922) 등의 일부 서브 시

스템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을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는 등의 통신 관련 기능과, 계산기, 태스크 

리스트(task list) 또는 PDA 타입의 기능 등과 같은 장치 상주 기능 모두를 위하여 사용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938)가 사용하는 운용 체제 소프트웨어는 바람직하게는 비휘발성 메모리(924)와 같은 영구 저장

소에 기억된다. 모바일 장치(120)의 모든 낮은 레벨 기능을 제어하는 운용 체제 이외에, 비휘발성 메모리(924)는 복

수의 높은 레벨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음성 통신 모듈(924A), 데이터 통신 모듈(924B), 오거나이

저 모듈(도시 생략) 또는 임의의 다른 타입의 소프트웨어 모듈(924N) 등과 같은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소프트

웨어 모듈은 마이크로프로세서(938)에 의해 실행되고, 유저와 모바일 장치(120) 사이에 높은 레벨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통상적으로 디스플레이(922)를 통하여 제공되는 그래픽 요소와 보조 I/O(928)를 통

하여 제공되는 입력/출력 요소, 키보드(932), 스피커(934) 및 마이크로폰(936)을 포함한다. 운용 체제, 특정 장치 어

플리케이션 또는 모듈, 또는 이들 중 일부는 보다 신속한 동작을 위하여 램(926) 등과 같은 휘발성 저장소로 일시적으

로 로딩될 수 있다. 또한, 수신된 통신 신호는 그들 신호를 비휘발성 메모리(924) 등과 같은 영구 저장소에 위치된 파

일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램(926)에 일시적으로 기억될 수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924)는, 예컨대 플래

시 메모리 요소 또는 배터리 백-업 램 등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모바일 장치(120)에 로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어플리케이션 모듈(924N)은 달력 일정, 약속, 태스크 아이템 등과 같은

PDA 기능을 제공하는 PIM(Personal information manager) 어플리케이션이다. 또한, 이 모듈(924N)은 전화 통화, 

음성 메일 등을 관리하도록 음성 통신 모듈(924)과 상호 작용할 수 있고, 이메일 통신 및 기타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

도록 데이터 통신 모듈과 또한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음성 통신 모듈(924A)과 데이터 통신 모듈(924B)의 

모든 기능은 PIM 모듈에 합체될 수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924)는 바람직하게는 PIM 데이터 아이템 및 모바일 장치(120)의 기타 데이터를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파일 시스템을 제공한다. PIM 어플리케이션은 바람직하게는 자체적으로 또는 무선 네트워크(919)를 매

개로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모듈(924A, 924B)과 관련하여 데이터 아이템을 송수신하는 능력을 갖는다. PIM 데이터 아

이템은 바람직하게는 무선 네트워크(919)를 매개로 결점 없이 집적되고, 동기화되고, 업데이트되며, 상응하는 세트의

데이터 아이템이 기억되거나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되며, 이로써 특정 유저와 관련된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미

러드 시스템(mirrored system)을 발생시킨다.

모바일 장치(120)는 인터페이스 크래들에 모바일 장치(120)를 배치함으로써 호스트 시스템과 수동으로 또한 동기화

될 수 있으며, 이는 모바일 장치(120)의 직렬 포트(930)를 호스트 시스템의 직렬 포트에 결합한다. 직렬 포트(930)는 

유저가 외부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 

모듈(924N)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데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선 다운로드 경로는 장치에 암호

키를 로딩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이는 무선 네트워크(919)를 매개로 암호화 정보를 교환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

다. 직렬 포트에 추가로, 또는 그 대신에, 다른 유선 다운로드 경로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모바일 장치(120)에 제공될 

수 있다. 예컨대, USB(Universal serial port) 포트는 유사하게 설치된 퍼스널 컴퓨터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추가의 어플리케이션 모듈(924N)이 네트워크(919), 보조 I/O 서브 시스템(928), 직렬 포트(930), 근거리 통신용 서브

시스템(940),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서브 시스템(942)을 통하여 모바일 장치(120)에 로딩될 수 있고, 사용자에 의

해 비휘발성 메모리(924) 또는 램(926)에 설치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융통성은 모바일 장

치(120)의 기능성을 증가시키고, 개선된 온-디바이스 기능, 개선된 통신-관련 기능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할 수 있다

. 예컨대, 안전한 통신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 장치(120)를 이용하여 전자 상거래 기능과 다른 금융 거래를 실행 가능

하게 한다.

모바일 장치(120)가 데이터 통신 모드로 동작되는 경우에, 문자 메시지 또는 웹 페이지 다운로드 등과 같은 수신 신호

는 트랜시버 모듈(911)에 의해 처리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938)로 제공되며, 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바람직하게는 

수신 신호를 더욱 처리하여 디스플레이(922)로 출력하거나, 또는 대안으로 보조 I/O 장치(928)로 출력한다. 모바일 

장치(120)의 유저는 키보드(9332)를 이용하여 이메일 메시지와 같은 데이터 아이템을 또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키

보드는 바람직하게는 QWERTY 스타일로 배열되는 완전한 영숫자 키보드이지만, 공지의 DVORAK 스타일과 같은 다

른 스타일의 완전한 영숫자 키보드를 또한 사용할 수도 있다. 모바일 장치(120)에 대한 사용자 입력은 복수의 보조 I/

O 장치(928)에 의해 더욱 개선되며, 이 장치는 썸휠식 입력 장치, 터치패드, 각종의 스위치, 로커 입력 스위치 등을 포

함할 수 있다. 그 후, 사용자가 입력한 작성된 데이터 아이템은 트랜시버 모듈(911)을 매개로 통신 네트워크(919)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모바일 장치(120)가 음성 통신 모드에서 동작하는 경우에, 모바일 장치의 전체 동작은, 바람직하게는 수신 신호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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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934)로 출력되고 전송용 음성 신호가 마이크로폰(936)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모드와 실질적

으로 유사하다. 음성 메시지 기록 서브 시스템과 같은 대안의 음성 또는 오디오 I/O 서브 시스템이 모바일 장치(120)

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음성 또는 오디오 신호 출력은 바람직하게는 주로 스피커(934)를 통하여 달성되지만, 디스플

레이(922)를 사용하여 호출의 신분 표시, 음성 통화 지속 시간, 또는 다른 음성 통화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다. 

예컨대, 마이크로프로세서(938)는 음성 통신 모듈 및 운용 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걸려오는 음성 통화의 호출자

식별 정보를 검출할 수 있고, 그것을 디스플레이(922)에 표시할 수 있다.

근거리 통신용 서브 시스템(940)이 모바일 장치(120)에 또한 구비된다. 예컨대, 이 서브 시스템(940)은 적외선 장치, 

관련 회로 및 구성 요소를 포함하거나, Bluetooth(등록상표) 모듈 또는 802.11 모듈 등과 같은 근거리 RF 통신 모듈

을 포함하여, 유사한 기능의 시스템 및 장치와 통신을 제공한다. 당업자는 각각 무선 개인 영역 통신망(PAN) 및 무선 

LAN과 관련하여,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Bluetooth' 및 '802

.11'이 어플리케이션의 세트를 지칭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최상의 모드를 포함한 실시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개시하고 있으며, 또한 당업자가 본 발명을 적용

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은 당업자에게 명백한 다른 예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될 수 있는 다중-엘리먼트 안테나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을 갖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이 제1 안테나 엘리먼트에 전자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제1 안테나 엘리먼트에 인접하게 배치되고, 상기 제1 동작 주파

수 대역과 상이한 제2 동작 주파수 대역 내에서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관련하여 동작하도록 구성되는 부동(floating)

안테나 엘리먼트와,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에는 접속되지만 상기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에는 접속되어 있지 않고, 상기 제1 안테나 엘

리먼트를 통신 회로에 접속하고 다중-엘리먼트 안테나와 통신 회로 사이에서 제1 동작 주파수 대역과 제2 동작 주파

수 대역 모두에서의 통신 신호를 교환하도록 구성된 공급 포트

를 구비하는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는 제1 도체부와 제2 도체부를 구비하고, 상기 공급 포트는 상기 제1 도체

부에 접속된 제1 포트와 상기 제2 도체부에 접속된 제2 포트를 구비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

테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는 패치와, 이 패치에 접속된 복수의 도체부를 구비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도체부는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의 상기 제1 도체부의 양면에 인접하게 한 쌍의 도

체부를 포함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의 치수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를 상기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에 동조시키

도록 선택되고, 상기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의 치수와 위치는 상기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를 상기 제2 동작 주파수 대

역에 동조시키도록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의 전자기 결합을 제어하도록 선택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

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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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시버 및 리시버를 갖춘 무선 모바일 통신 장치에 사용되며,

단일의 유전체 기판과,

트랜시버 및 리시버에 접속된 공급 포트를 구비하는 상기 유전체 기판 상의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이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전자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상기 단일의 유전체 기판 상에서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에 인

접하게 위치되는 상기 유전체 기판 상의 부동(floating) 안테나 엘리먼트

를 구비하는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 기판은 상기 무선 모바일 통신 장치의 하우징 의 내측면에 장착되는 것인 다중-엘리먼

트 안테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 기판은 상기 무선 모바일 통신 장치의 하우징 내측에 장착되도록 구성된 구조 부재에 

장착되는 것인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모바일 통신 장치는 제2 트랜시버를 더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상기 제2 트랜시버에 접속된 제2 공급 포트를 갖는, 유전체 기판 상의 제2 안테나 엘리먼트를 더 구비하는 것인 다중

-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트랜시버는 CDMA 트랜시버이고, 상기 리시버는 GPS 리시버인 것인 다중-엘리먼

트 안테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의 치수는 제1 안테나 엘리먼트를 상기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에 동조시키

도록 선택되고, 상기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의 치수와 위치는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를 상기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에 동

조시키도록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의 전자기 결합을 제어하도록 선택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

먼트 안테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제3 동작 주파수 대역 내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고 제2 공 급 포트를 포함하는 제2 안테나 엘리먼트

를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안테나 엘리먼트는, 상기 제2 공급 포트에 접속되고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에 근접하

게 위치된 상부 도체부를 구비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와 상기 제2 안테나 엘리먼트 모두와 전자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상기 제1

안테나 엘리먼트 및 제2 안테나 엘리먼트에 인접하게 위치된 기생 커플러를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

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생 커플러는 실질적으로 직선 도체, 복수의 적층된 기생 엘리먼트, 그리고 제1 도체부와 이 

제1 도체부에 접속된 제2 도체부를 포함한 접힌 도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구조를 갖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

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안테나 엘리먼트의 상부 도체부는 전기적 길이를 갖는 사행 라인을 포함하고, 이 사행 라

인의 전기적 길이는 제2 안테나 엘리먼트를 제3 동작 주파수 대역에 동조시키도록 선택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 리먼트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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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무선 통신 장치의 하우징 내에 장착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

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무선 통신 장치의 내측면에 장착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

-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1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유전체 기판은 무선 통신 장치의 복수의 내측면에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를 장착하도록 

접히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엘리먼트 안테나는 상기 부동 안테나 엘리먼트를 부분적으로 무선 통신 장치의 상면을 따

라 위치시키도록 무선 통신 장치에 장착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장치는 데이터 통신 장치, 음성 통신 장치, 듀얼-모드 통신 장치,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는 모바일 폰, 무선 통신이 가능한 PDA, 무선 이메일 통신 장치 및 무선 모뎀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

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회로는, 상기 공급 포트에 접속되고 상기 제1 동작 주파수 대역 내의 통신 신호를 송수신

하도록 구성된 트랜시버와, 상기 공급 포트에 접속되고 상기 제2 동작 주파수 대역 내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G

PS 리시버를 구비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2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은 1900 MHz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은 

1575 MHz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고, 상기 제3 동작 주파수 대역은 800 MHz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청구항 2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동작 주파수 대역은 1800 MHz의 통신 주파수 대역과 1900 MHz의 통신 주파수 대역을 

모두 포함하고, 상기 제2 동작 주파수 대역은 1575 MHz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고, 상기 제3 동작 주파수 대역은 90

0 MHz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것인 무선 통신 장치용의 다중-엘리먼트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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