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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동일 대역 전이중방식 안테나의 송수신 신호의 격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안테나를 설계한다. 동일 대역 전이중
방식 패치 안테나에 대향하는 대향면을 제외한 송신 및 수신 급전선 주변에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는 다수의 비아홀을 형성
하여, 송수신 신호의 격리도를 높여 자기간섭 신호를 최소화하는 동일 대역 전이중방식 안테나이다.

           

 

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등과같은고성능모바일디바이스의등장과함께

모바일 사용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포화상태에 달하였고, 광대역 가

입자수도 급증하여 70 % - 80 %에달하고있다. 이러한모바일디바이

스의증가는모바일데이터트래픽의폭증을유발하였다[1]. 이러한트래

픽 폭증을해결하기 위해 HD 통신방식보다 효율이 좋은 FD 방식의기술

을 제안했다. 무선 통신은 제한된 주파수 자원내에서고효율의 데이터를

전송위해동일 대역 전이중(In-band Full Duplex: IFD) 방식의패치안

테나를제작하였다.

Ⅱ. 송수신 격리도 향상 기술

 IFD 방식은 이론적으로 HD 대비 최대 2배의 링크 용량 증대를 이룰 수

있어 IFD 방식을사용한다면효율좋은자원사용이가능하다 [1]. 하지만

<그림 1>과같이 IFD 방식의근본적인문제인자기간섭신호때문에이

를사용하기에문제가있는데, 이러한자기간섭신호를억제하기위해자

기간섭제거기술을사용한다.

<그림 1> IFD System 개념도

 본 논문에서는 어퍼쳐슬롯 피드라인과 T쉐이프 테이퍼드 피드라인을통

하여피드방식을진행하였으며기존안테나 Feedline에비아홀을추가함

으로써각포트간의자기간섭신호를억제하였다[2]. 기본형태의 2.4 GHz

에서동작하는 2 포트 IFD 패치안테나의 포트간의격리도는 –25.73 dB

이며, 기본형태의 2.4 GHz에서동작하는 2 포트패치안테나피드라인에

비아홀을 추가하여 피드 라인을 수정하였을 때 각 포트간의 격리도는 –

56.1dB로기존 2포트패치안테나보다 –30dB정도높은격리도를가지고

있다.

Ⅲ. 결 론

 제안된 Full Duplexing을위한 RF Front-End System 안테나를설계하

여 IFD의 문제점인 자기 간섭 신호를 비아홀을 추가하여 자기 간섭제 거

기술을 사용하였다. 비아홀을 피드라인에 추가함으로써 2.4 GHz에서 동

작하는 2포트 IFD 패치안테나의 포트 간 격리도를 최대 –56.1 dB까지

격리도를 높힐 수 있다. 각 포트간의 격리도를 높혀 HD방식이 아닌 IFD 

방식을 사용하여 통신하였을 경우 기존보다 높은 효율을 통하여 제한된

주파수자원내에큰도움을기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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