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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차세대 이동통신 5G(5 Generation)를 위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5G의 주파수 대역은 Sub-6 GHz(3.5

GHz)와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 mmWave)가 주요 주파수

대역이며 Sub-6 GHz 보다 저지연율, 빠른 속도의 장점을 갖는

밀리미터파의 경우 28 GHz, 39 GHz가 대표적인 후보 대역이다.

밀리미터파 대역을 사용하는 5G 스마트폰에서는 안테나가 할당되는

공간은 매우 좁아 이득과 대역폭 성능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안테나의 소형화 기술, 대역폭, 이득향상 기술을 통해 밀리미터파

대역에서의 소형화 안테나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대역(28 / 39 GHz) 이중 편파를 지원하는 5G 

스마트폰 용 안테나 인 패키지를 설계, 제작 및 측정하였다. 안테나 인

패키지의 구성은 유전율 3.47, 손실 탄젠트 0.004의 특성을 갖는 12층

PCB 스택업 (Stack-up) 구조 기판이며 브로드사이드 (Broadside) 

방향으로 방사하는 1x4 패치 배열 안테나와 엔드파이어 (End-fire) 

방향으로 방사하는 1x4 다이폴 배열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된

안테나 인 패키지는 현재 연구된 논문 중 가장 작은 사이즈로 전체

크기는 5.8 mm x 19 mm x 1.122 mm (0.54λ0 x 1.74λ0 x 0.105λ0, λ0: 

28 GHz의 파장)로 초소형이다.

스마트폰에 안테나 인 패키지를 실장하기 위하여 안테나의 소형화,

이중 대역, 이중 편파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우선 패치안테나의 경우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급전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소형화된 안테나에서 근접한 안테나 및 단일 안테나의

이중급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격리도 성능이 하락한다. 이를

해결하고 이중대역을 얻기 위하여 커플링 효과를 이용한 간접 디스크

커플드 급전(Proximity disk coupled feed)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안테나의 소형화와 대역폭 향상을 위하여 주기 구조인 RIS(Reactive 

Impedance Surface)를 배치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단일 층에 주기적인

구조를 배치하는데 소형화된 기판에서 안테나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IS를 다층에 배치하였다.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작은 사이즈의

기판에서 이중대역 동작하기 위하여 다이폴 안테나를 수직 구조로

변경하였다. 격리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사이에 벽을 세워

성능을 향상시켰다.



ii

제작된 안테나 인 패키지를 측정함으로써 안테나의 효율적인 방사

및 효과를 검증하였다. 측정된 안테나 인 패키지는 목표대역(28 / 39

GHz)에서 패치안테나는 26.22 - 29.57 GHz / 35.18 - 41.00 GHz, 

다이폴 안테나는 26.40 - 29.74 GHz / 36.65 – 40.72 GHz을 얻어

모든 대역에서 3 GHz 이상의 대역폭을 얻었다. 최대 이득은 패치

안테나의 경우 11.6 dBi,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9.9 dBi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5G, 밀리미터파, 안테나 인 패키지, 소형화, 패치안테나

학   번 : 2018-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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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5세대 이동통신(5G)은 2019년부터 상용화하기 시작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이다. 5G는 4G에 비해

최대 20배 빠른 20Gbps의 속도, 저지연율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술은 IoT(Internet of Things), 자율주행 차, 스마트 폰 등

많은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4G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사용하는

주파수가 고주파 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5G

주파수는 Sub-6 GHz(3.5 GHz)와 밀리미터파 대역(Millimeter wave, 

mmWave)로 나뉘어 진다. 밀리미터파 대역은 통상 30 – 300 GHz를

지칭하며, 그 파장의 길이는 1 mm – 1 cm에 해당한다. 2019년

국내에서는 Sub-6 GHz 대역을 첫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이전에 설명된

5G의 장점은 Sub-6 GHz가 아닌 밀리미터파 대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Sub-6 GHz 보다 향상된 성능을 위하여 밀리미터파

대역에서의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또한, 북미의 경우 밀리미터파

대역에서의 5G 상용화를 시작하였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2015년 10월 22일,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은 5G 이동통신을 위한 28 GHz, 37 GHz, 39 GHz 그리고

64 – 71 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1]. 그 중 28 GHz 

나 39 GHz가 5G 이동통신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며 sub-6 GHz에 비해 더 넓은 대역폭과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산업에서는 작은 크기에서 28 / 39 GHz를 동시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안테나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이중 편파 성능에 대한 요구가 많다.

5G 스마트폰에 안테나가 실장되기 위하여 소형화, 광대역, 방사

손실 그리고 고이득과 같은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 소형화와

광대역이 특히 중점을 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5G 스마트 폰은

이전 스마트 폰에 비해 점점 화면이 커지고 다른 필요 컴포넌트들이

많아 지게 되어 안테나에 할당되는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퀄컴은 5G 안테나 모듈[2]을 발표 하였고 많은 연구들[3]-[9]이



2

진행되고 있지만 28 / 39 GHz에서 충분한 대역폭과 이득을 갖지

못하였고 실용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적용되기 어렵다.

앞서 말했듯이 작은 사이즈의 안테나 인 패키지(AiP)를 스마트

폰에 실장하기 위하여 소형화되고 낮은 높이의 특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안테나는 패치 안테나와 다이폴

안테나이다. 패치 안테나와 다이폴 안테나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이중

대역, 이중 편파, 소형화 기법이 적극적으로 연구되었지만 대부분의

안테나들이 보완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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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패치 안테나와 다이폴 안테나를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된 안테나들은 이중 대역을

지원하지 않거나[3]-[5] 이중 편파를 지원하지 않거나[8], [9] 크기가

실용적이지 않다. 만약 이중 대역과 이중 편파를 동시에 지원하더라도

크기가 안테나에 실장 될 수 없다[6], [7].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앞서

설명된 연구 논문들은 안테나에 실장 될 수 있는 성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표 1-1 제안된 안테나와 연구된 논문 성능 비교

Ref. 

No.

Antenna 

Type

Number 

of 

elements

Peak Gain [dBi] Size [mm]

[3] Patch 1x4 11.9 / 11.2 27.5 x 40 x 0.254

[4] Patch 1x4 10.06 / 10.2 27.5 x 28.5 x 0.661

[5] Patch 3x2 7.47 / 12.1 35 x 25 x 1.575

[6] Patch 1x8 15.2 / 16.9 47.7 x 10 x 0.387

[7] Dipole 1x1 4.0 / 4.63 6 x 8 x 0.254

[8] Dipole 1x8 13 44 x 1.2 x 1.524

[9] Dipole 1x8 12.5 38.4 x 5.8 x 0.254

This 

Work

Patch 1x4 10.4 / 11.6 19 x 4.4 x 1.122

Dipole 1x4 8.7 / 9.9 19 x 1.2 x 1.122

Ref. 

No.

Operating frequency (Bandwidth)

[GHz]

Peak Gain 

[dBi]

Dual band /

Dual 

polarization

[3] 27.95-28.27 (0.32) / 37.29–39.19 (1.9) 11.9 / 11.2 O / X

[4] 26.71-30.36 (3.65) / 36.59-38.78 (2.19) 10.06 / 10.2 O / X

[5] 25.80-30.23 (4.43) / 35.90-39.44(3.54) 7.47 / 12.1 O / X

[6] 27.88-28.28 (0.4) / 38.56-39.28 (0.72) 15.2 / 16.9 O / O

[7] 26.98-29.81 (2.83) / 34.29-42.20 (7.91) 4.0 / 4.63 O / -

[8] 25-33 (8) 13 X / -

[9] 26.5-38.2 (11.7) 12.5 X / -

This 

Work

26.22-29.57 (3.35) / 35.18-41.00 (5.85) 10.4 / 11.6 O / O

26.40-29.74 (3.34) / 36.65-40.72 (4.07) 8.7 / 9.9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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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넓은 빔 커버리지와 다양한 통신이 가능한 두 종류의 안테나가

합쳐진 제안된 안테나 인 패키지.

이와 같이 패치 /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낮은 높이의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협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패치 안테나에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로

Reactive Impedance Surface(RIS)가 있다. RIS는 패치 안테나와

그라운드 사이에 주기적인 구조를 삽입하여 안테나의 리액턴스를 조절,

소형화와 대역폭의 향상을 시켜주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다중 대역

RIS[10], Reconfigurable RIS[11], RIS 캐비티 공진기[12] 등이 있다.

보통의 경우 단층의 주기적인 RIS 구조를 삽입하여 대역폭을

향상시키고 안테나의 크기를 소형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초소형 안테나에서 공진 주파수 조절이 힘들며 소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형화가 필요하다. 또한

다이폴 안테나도 다양한 방법들로 연구되고 있다[8], [9]. 이 연구들은

주로 다이폴의 팔을 구부려 대역폭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패치

안테나와 마찬가지로 이 접근 방법은 목표하는 대역폭을 얻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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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격리도와 소형화된 사이즈를 얻을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언급된 연구들과

달리 제안된 안테나 인 패키지는 1x4 다층 RIS 패치 배열 안테나

(Multi-Layer RIS Patch Antenna, MLRPA)와 1x4 수직으로 구부러진

다이폴 안테나(Vertically Bent Folded Dipole Antenna, VBFDA)로

이루어져 충분한 성능의 이중 대역, 이중 편파, 소형화, 고이득,

광대역의 특성을 가진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두 종류의 안테나는 함께

사용되어 넓은 빔 커버리지를 갖고 각 안테나가 다양한 통신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 제안된 안테나 인 패키지는 매우 작은

사이즈에서 충분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충분히 실용적이고 매력적인

솔루션이 된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나의 이해를

위해 단일 패치 안테나, 배열 패치 안테나, 소형화 기법에 대해 다룬다.

3장에서는 안테나 인 패키지에 들어가는 브로드사이드 패치 배열

안테나(MLRPA array)와 엔드파이어 다이폴 배열 안테나(VBFDA 

array)의 새로운 설계방법과 원리,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4장에서는 안테나 인 패키지의 측정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안테나 인 패키지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여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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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의 일종으로 패치 안테나는 기본이 되는

안테나들 중 하나이다. 동일한 기판 위에 집적 회로(IC) 소자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어 밀리미터 대역의 통신 기기에 활용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low profile 패치 안테나는 대역폭이

낮은 단점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접 급전과 RIS를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밀리미터파 대역의 초소형 안테나 이론을

알아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기본 패치 안테나 종류 및 이론, RIS의

원리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 1 절 패치 안테나 방사소자

높이가 낮고(low-profile) 제작이 비교적 쉬운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대량 생산에 적합하여 많은 안테나에

적용된다. 패치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슬롯을 적용하여 주파수, 편파, 

패턴 등의 공진 특성을 조절 가능하다. 소자 크기의 소형화를 위해서

고유전율 기판이나 얇은 기판을 사용하면 소형화가 되지만 그에 반해

효율이 낮다[13], [14].

패치 안테나의 일반적으로 사각형, 스트립형, 원형이 사용되며 그림

2.1은 일반적인 사각형 패치 안테나의 방사소자를 나타낸 것이다. 공진

주파수(fr)는 유전율(εr), 유전체의 높이(h), 패치의 폭(W), 패치의

길이(L)에 연관되어 다음 수식에 의해 결정된다.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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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안테나

급전방법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 급전(Microstrip feed), 동축

프루브(Coaxial prove), 근접 결합(Proximity-coupled), 개구면

결합(Aperture-coupled) 등의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 각각의 구조는

그림 2.1- 2.3에서 보여진다. 마이크로 스트립 급전선은 제작이 쉽고, 

임피던스 매칭을 인셋(inset)을 통해 구현할 수 있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급전과 안테나의 격리도(isolation) 성능에 어려움이 있다. 동축

프루브 밥법은 내부 도체는 패치안테나, 외부 도체는 그라운드에

접촉되어 급전을 하는 방법이다. 급전으로 생기는 커플링이 거의 없으며

임피던스 정합이 비교적 쉬운 장점이 있다. 동축 케이블 급전의

임피던스 매칭은 패치안테나에 접촉되는 부분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전방식은 대역폭 제한이 따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커플드 급전(Coupled 

feed)방법이 사용된다. 물리적으로 접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테나와 급전 구조의 격리도는 향상된다. 또한 패치 자체의 크기나

슬롯, 그리고 커플드 급전 구조에 사용되는 슬롯의 모양을 변경함으로써

광대역 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급전 구조와 방사 안테나소자를

독립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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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동축 프루브 급전 방식 패치 안테나

그림 2.3 커플드 급전 방식의 패치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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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열 안테나

(a)                             (b)

그림 2.4 방사에 따른 안테나 종류 (a) 브로드사이드 (b) 엔드파이어

배열 방사 소자(array antenna)는 단일 방사 소자들을 원하는 방사

특성을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 것이다. 이때, 배열 방사

소자의 특성은 위상, 진폭, 배열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배열 방사 소자의 장점으로는 최적의 거리를 두고 배치하게 되면

안테나의 방사 특성이 합쳐져 빔을 원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방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향성(Directivity)과 이득을 높일 수 있다. 배열 방사

소자는 급전회로를 이용하여 위상을 다르게 인가하여 빔의 방향을

성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배열 방사 소자는 방사 세기와 빔 패턴을

조절할 수 있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안테나는 방사 방향에 따라 브로드사이드 안테나(Broadside 

antenna) 또는 엔드파이어 안테나(End-fire antenna)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2.4와 같이 브로드사이드 안테나는 주빔의 방향이 안테나가

배치되어 있는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방사를 하게 되고, 엔드파이어

안테나는 주빔의 방향이 안테나가 배치되어 있는 평면에 수평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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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를 하게 된다. 안테나의 종류와 배열 소자들의 간격, 급전회로의

위상을 조절함에 따라 안테나를 브로드사이드 또는 엔드파이어로 만들

수도 있다.

배열을 이용하여 배열 방사소자의 파면 변형 원리에 대해

그림2.5에 나타내었다. 각 배열 안테나 소자의 위상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각도로 파면을 기울이거나 변형이 가능하다. 단일 방사 소자의

빔 패턴과 배열 계수(Array factor)통해 빔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패턴 곱(Pattern multiplication)에 따라 배열안테나의 패턴(Et) 

특성은 식 (2.5)와 같이 단일 방사 소자 식(Er)과 배열 계수 식(AF)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또한 식 (2.6)에서는 급전 위상 차(β), 소자

간격(d)에 대한 정규화된 배열계수 관계를 나타낸다.

   (2.5)

            (2.6)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배열 계수는 공간적 배치와 급전위상에

관계된다. 이를 통해 소자간격과 위상차를 변화시키면 배열계수와

배열의 전체 방사패턴을 조정할 수 있다.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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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배열 방사소자의 파면 변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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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형화 기법

넓은 대역폭, 고효율, 작은 사이즈는 모바일 시스템에서 안테나에

필요한 특성들이다. 5G에 많이 사용되는 패치안테나의 소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 높은 유전율 기판 사용, 쇼팅 핀을

가진λ/4 패치 안테나, 슬롯 패치 안테나, RIS 사용 등이 있다. 유전율이

높은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한 대역폭을 사용하지 못하며 높은

비용이 든다. 쇼팅 핀을 가진 λ/4 패치 안테나의 경우 사이즈가 기본

패치안테나에 비해 반이 줄어들지만 이중 편파, 이중 대역을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슬롯 패치 안테나의 경우 슬롯을 따라

전류 길이가 길어져 소형화가 가능하지만 이중 편파에 적용하게 되면

작은 사이즈의 안테나에서는 급전끼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RIS의

경우 패치를 수정하거나 높은 유전율, 두꺼운 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대역폭을 향상시키며 안테나를 소형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본 패치안테나의 경우 그림 2.6과 같은 회로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공진주파수는 식 2.7과 같으므로 L과 C값을 조절하게 되면

공진주파수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소형화를 위하여

공진점을 내리기 위해서는 L이나 C값이 상승해야 한다. 보통의

패치안테나의 경우 공진 점에서 Real part는 50옴, Imaginary part는

0에 가깝다. 이를 바꿔주기 위하여 패치 안테나와 그라운드 사이에

리액턴스를 바꿔줄 수 있는 주기적인 구조 RIS를 삽입하게 되면 공진

점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림 2.6 기본 패치 안테나의 동등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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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보면, 식 2.7 과 2.8은 패치 안테나의 임피던스 및

공진 주파수 식이며 식 2.7에 따라 fr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인덕티브한

성질을 가지며 fr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컨덕티브한 성질을 가진다.

기본적인 사각 RIS 또한 동일한 식을 따르며 RIS의 효과를 최적화하고

상호 작용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림 2.7과 같이 패치와 그라운드 사이에

RIS 유닛셀들을 배치한다. 식 2.8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진 주파수의

하락, 즉 소형화를 하기 위해선 L 또는 C 값을 증가하면 된다. 공정

조건을 고려하여 각 RIS의 Gap을 줄이면 줄일수록 C값은 증가한다.

L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높은 유전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RIS에 금속 Via를 사용하여 Mushroom EBG 

구조를 제작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각 RIS뿐만 아니라

RIS의 수정을 통해 다양한 모양으로 L과 C값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안테나의 소형화가 가능하다.

그림 2.7 RIS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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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안테나 인 패키지 설계

그림 3.1 전체적인 안테나 인 패키지 구조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안테나 인 패키지는 1x4 

MLRPA array와 1x4 VBFDA array로 구성되어 있다. 안테나 인

패키지의 SR(Solder Resistor)층을 포함한 전체 사이즈는 4.4 mm x 

19 mm x 1.122 mm이며 MLRPA array는 4.4 mm x 19 mm x 0.719 

mm, VBFDA array는 1.2 mm x 19 mm x 1.122 mm의 크기를 가진다.

두 안테나는 0.2 mm 두께의 Ground via wall로 구분된다.

안테나 인 패키지는 12층 PCB 스택업(Stack-up)구조이며 그림

3.2와 같다. 기판과 SR층의 유전율과 손실 탄젠트는 각각 3.47 /

0.004와 3.9 / 0.03이다. 300um 두께의 코어 층을 중심으로 약

60um의 두께의 층을 위아래로 6층이 쌓아 총 12층이 되는 구조이다.

MLRPA는 1층부터 7층을 사용하고 1층에는 방사 패치, 1층부터 6층은

RIS가 배치되며 7층은 패치안테나의 그라운드 역할을 한다. 7층부터

9층까지는 전송 선로가 할당되는 공간이며 VBFDA는 1층부터

12층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 MLRPA와 VBFDA로 공급되는 급전은

8층의 전송선로로부터 시작된다. 안테나는 이 전송선로를 통해 8층부터

12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Via를 거쳐 안테나 인 패키지의 하단부에

부착되는 RF Chip에 연결된다. 이 논문에서는 측정 시스템의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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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2층 PCB stack-up 구조

인하여 RF chip을 제외하고 안테나 인 패키지 자체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전송선로가 포함되어 있는 7층부터 9층을 거치지 않고 7,8층부터

12층까지 각 안테나의 Via를 바로 연결한다. 측정 시 12층에서 Vector 

network analyzer의 Probe를 이용하여 안테나를 측정한다.

안테나 인 패키지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설계 및 공정 조건

제한으로 인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다. 제작 후 안테나 인 패키지를

절단하는 데에 있어 절단 오차율인 Sawing line을 고려해야 한다.

Sawing line은 0.15 mm의 오차가 있으므로 설계함에 있어 기판의 끝

부분으로부터 안테나 구조가 0.15 mm가 안쪽으로 들어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PCB 스택업 12층 구조이기 때문에 각 층마다

Copper가 채워지지 않으면 층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정을 하기 위한 Copper ratio를 각 층별로 30% 

이상 채워야 한다.  또한 소형화 안테나 인 패키지에서의 안테나끼리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Active S parameter를 관찰하여

격리도 특성 또한 함께 고려해 주어야 한다.

안테나 인 패키지의 성능은 각 주파수 대역에서 3GHz 이상, 이득의

경우 패치 배열 안테나는 10dBi,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8dBi 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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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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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패치 안테나 설계

패치 안테나는 통신 시스템에서 낮은 높이, 작은 사이즈, 가벼운

무게, 제작 용이성, 그리고 저비용과 같은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본적인 패치 안테나의 경우

협대역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광대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들로는 Air-filled substrate[15], Parasitic element[16], 

stack patch[17], Patch shape modification[18], 그리고 Thick 

substrate[19]이다. Ari-filled substrate의 경우 12층 PCB 스택업

구조에 적절하지 않으며 Parasitic element의 경우 안테나의 크기를

늘리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Stack patch의 경우 대역폭을

넓힐 수 있지만 원하는 대역폭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Patch shape 

modification의 경우 이 안테나 인 패키지 목표가 이중 대역, 이중

편파이기 때문에 패치를 수정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중 대역을

얻기 위해 패치를 수정하게 되면 한 편파와 다른 편파 방향에서 보았을

때 패치의 모양은 동일해야 하므로 항상 대칭적인 모양으로 패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패치의 모양을 변경하게 되면 편파에 따른 급전

간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한 후 적용해야 할

방법이다. 앞서 설명된 방법들 중 12층 PCB 스택업 구조에 적용

가능한 방법은 Thick substrate이다. 두꺼운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대역폭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상적인 기판의 두께는 λ0/20 < t < 

λ0/10 이다. 이를 각 대역에 적용하게 되면 28 GHz에서는 0.535 mm 

< t < 1.07 mm이며 39 GHz의 경우 0.39 mm < t < 0.78 mm 이다. 

이를 기준으로 가장 높게 사용될 수 있는 패치 안테나 기준 SR층 포함

기판의 두께를 0.719 mm로 설정하면 대역폭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다.

제안된 안테나의 이중 대역, 이중 편파, 소형화에 대한 설계는 패치

안테나의 구조부터 시작된다. 패치 안테나의 모양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중 대역, 이중 편파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편파의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하고 대칭적인 모양이어야 한다. 이중 대역, 이중 편파를

동시에 지원하는 안테나 또한 Slot-loaded patch antenna, Slotted 

cross-patch antenna[20], 그리고 Conventional stack patch 

antenna[17]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급전의

방식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변형된 급전의 방법과 앞서 연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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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 (a)직접 급전과 (b)간접 급전의 동등회로

이중 대역, 이중 편파를 동시에 지원하는 패치의 모양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형화된 기판에서 패치에 슬롯이 적용되면

슬롯에 의한 전류의 흐름이 비 이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기본적인 스택 패치 안테나의 경우 이중 대역, 이중 편파를 얻을 수

있지만 충분한 대역폭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의 모양을

변경하려 하기 보다는 급전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다.

안테나 급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림 4와 같이

물리적으로 급전과 패치가 접촉하는 직접 급전과 간접적으로 커플링을

이용한 간접 급전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직접 급전의 경우 그림

3.3 (a)와 같이 기본적인 패치안테나 동등회로에 두꺼운 기판이기

때문에 Lfeed가 급전으로 표현될 수 있다. 기판이 두꺼워질수록 급전의

길이도 길어지게 되어 인덕턴스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점으로

인하여 직접 급전보다는 간접 급전이 성능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간접 급전의 경우 Proximity feed[21], Aperture coupled 

feed[22], L-shape proximity coupled feed[23], 그리고 Copla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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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4 (a)단일 안테나 (b)직접, 간접 급전의 S11

capacitive feed[24] 와 같은 방법들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위와 같은 방법들을 적용하게 되면 공간적,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 방법으로 L-shape feed와

Capacitive feed를 결합하여 그림 3.3 (b)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간접

디스크 커플드 급전(Proximity disk coupled feed)를 적용한다. 디스크

패드의 높이와 지름을 조절하게 되면 안테나의 레지스트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을 직접 급전보다 더욱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

3.3의 동등회로에서 직접 급전보다 간접 급전에서 다양성을 관찰할 수

있다.

기본 단일 패치 안테나는 그림 3.4와 같다. 슬롯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패치 디자인이며 기판의 사이즈는 4.4 mm x 4.75 mm, 패치의

사이즈는 1.9 mm x 1.9 mm이다. 그림 3.4(b)에서 보듯이 직접 급전

적용 시 안테나 패치 사이즈에 맞게 약 39 GHz에서 공진을 한다.

반면에 2층에 디스크를 둔 간접 디스크 커플드 급전을 적용하였을 때는

28 GHz 와 43 GHz 대역에서 이중 대역의 공진을 얻을 수 있다.

급전의 위치나 패드의 크기를 최적화하여도 공진 주파수를 쉽게

움직이거나 28 GHz 대역에서의 부족한 대역폭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방법의 급전 방법을 적용하여 이중대역을

얻었지만 목표했던 공진 주파수 대역은 아니기에 추가적인 안테나

소형화 기법과 대역폭 향상 기법을 추가하여야 한다. 리액턴스를 조절할

수 있어 소형화와 대역폭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기적 구조 RIS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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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과 같이 적용한다. 그림 3.6은 그림 3.5의 RIS S11 결과를 나타낸다.

(a)                                    (b) 

(c)

그림 3.5 다양한 타입의 RIS

그림 3.5(a)의 경우 대부분의 RIS 기법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패치와 그라운드 사이에 단일층의 주기적인 구조를 삽입한다.

이와 같이 RIS를 삽입하면 일반적으로 공진주파수가 하락하며 대역폭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소형화 안테나 조건속에서 단층

RIS만 적용하게 되면 목표 대역폭에는 성능이 미치지 못한다. RIS의

효과를 다양하게 주기 위하여 RIS를 2층에 걸쳐 배치하면 1층에만

배치될 때보다 안테나의 대역폭은 소폭 상승된다. 추가적인 대역폭

향상을 위하여 그림3.5(c)와 같이 매 층마다 동일한 모양의 주기구조

RIS를 적용하게 되면 소형화와 상위 대역폭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그림 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우 작은 사이즈의 그라운드에서 RIS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모양의 RIS를 삽입하는 것은

단일층의 RIS를 삽입하는 것보다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기본

안테나에 단층의 RIS, 다층의 RIS를 삽입하여도 주파수에 따른

안테나의 방사패턴과 이득에서 영향이 거의 없음을 그림 3.7을 통해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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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다양한 타입 RIS의 S11

(a)                                 (b)

그림 3.7 단일 안테나, 단층, 다층 RIS 적용 안테나 방사패턴 (a) 28 GHz (b) 

39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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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치 배열 안테나 설계

단일 패치 안테나의 경우 소형화된 사이즈에서 이중 대역과 이중

편파의 성능을 입증하여 단일 패치 안테나를 배열 안테나로 설계한다.

앞서 연구된 4.4 mm x 4.75 mm의 크기의 단일 패치 안테나를 4.4 mm 

x 19 mm의 기판 크기를 갖는 1x4 배열 안테나로 설계한다. 현재

연구된 5G 스마트폰용 안테나 논문 중 이중 편파, 이중 대역을

지원하며 가장 작은 크기이다.

그림 3.8 (a)에서 MLRPA array는 4개의 패치안테나, 4개의 x-pol, 

4개의 y-pol로 구성되어 있다. 안테나의 한쪽 면에는 MLRPA array와

VBFDA array를 구분하고 차단하기 위한 Ground via wall이 존재한다.

Ground via wall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은 Sawing line이 적용되었다.

(a)

그림 3.8 (a) 1x4 패치 배열 안테나 구성 (b) 기존 급전 위치 E-field 분석

(c) 변경된 급전 위치 E-fiel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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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최적화된 1x4 MLRPA array

방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반적인 패치 배열 안테나의

이상적인 거리는 λ0/2이다. 제안된 안테나 크기 안에서 28 GHz 기준

λ0/2 거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또한 이중 대역을 얻기 위해 39 

GHz 기준 λ0/2 거리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8 GHz와

39 GHz의 중간 λ0/2인 4.65 mm의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작은 사이즈,

두꺼운 두께, Ground via wall, 안테나 기판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패치안테나의 배치와 같은 조건들로 인해 x축을 따라 생기는 Surface 

wave로 인하여 이상적인 방사를 못한다. 게다가 Ground via wall은

물리적으로 한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테나 전체로 보았을 때 한 면이

막혀 있어 대칭적인 구조가 되지 않는다. Ground via wall과 Surface

wave로 인한 영향으로 y-pol 급전보다 x-pol 급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림 3.8(b)와 같이 RIS가 적용되지 않는 배열안테나의 x-

pol이 모든 패치의 동일한 방향에 위치하게 되면 E-field가 Ground via 

wall을 따라 강하게 걸린다. 이러한 특성은 패치의 양 옆 안테나에 서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Axial ratio, Isolation 특성들이 매우 나빠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9(c)와 같이 2, 4번 안테나의 x-pol 

급전을 1,3 번 안테나와 반대편에 위치시키며 180도 Phase를 변화시켜

급전을 인가한다. X-pol 급전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Ground via 

wall과 Surface wave로 인한 영향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

그림 3.9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적화된 1x4 MLRPA array의 기판은

단일 안테나와 달리 x축을 따라 길게 구성되어 있으며 RIS 또한 단일

안테나와 다르게 x축을 따라 길게 최적화되어 안테나에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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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4 array를 4등분하여 관찰하면 각 안테나들과 RIS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RIS는 각 안테나에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

다. 표 3.1은 1층부터 6층까지의 MLRPA의 RIS와 기판 정보 등이 표

시되어 있다. 이상적인 패치안테나와 달리 좁은 기판에 한정되어 있는

MLRPA 같은 경우 1, 4번 안테나와 2, 3번 안테나의 방사 특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패치의 사이즈 또한 다르다. 또한 대역폭의 향상을 위하

여 앞서 설명되었던 간접 급전의 2 – 6층 디스크 패드 조절을 한다.

표 3.1 제안된 MLRPA의 변수 값 [mm]

W / v 4.4 / 0.2 p2 1.94 l2 0.5
L 19 p3 1.98 l3 0.5
g 0.2 p4 1.98 l4 0.3
p1 1.99 l1 0.225 l5 0.7

그림 3.10과 11는 최적화된 1x4 MLRPA array의 Active S 

parameter와 주파수에 따른 Radiation pattern을 보여준다. 안테나 간

격리도를 고려하여 Active S parameter를 관찰하며 모든 포트에 대해

10-dB 대역폭은 26.59 – 29.74 GHz, 35.33 – 40.42 GHz로 3GHz 대

역폭을 충분히 만족한다. 또한 1x4 MLRPA array는 각 주파수 및 모든

포트에서 10dBi 이상의 이득을 달성한다.

그림 3.10 1 × 4 MLRPA array의 Active S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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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11 1	×	4 MLRPA array의 방사패턴 (a) 28GHz 그리고 (b) 39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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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이폴 배열 안테나 설계

그림 3.12 단일 VBFDA 설계

다이폴 배열 안테나는 구부러진 안테나(Bent dipole antenna)로부

터 설계를 시작한다. MLRPA와 비슷하게 단일 VBFDA는 4.65 mm x 

1.2 mm의 매우 작은 크기이다. 1.2 mm는 28 GHz 기준 λ0/10 정도로

매우 좁아 구부러진 안테나[8], [9]와 같은 방법들은 주어진 공간 안에

서 충분한 성능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좁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

고 이중대역을 얻기 위하여 그림 3.12와 같이 다이폴의 팔을 수직으로

꺾어 성능을 확보한다. 패치 안테나와 달리 다이폴의 급전은 8층에 위치

하며 다이폴의 위, 아래 Arm은 급전과 다른 층에 위치하여 입체적인 구

조이다. VBFDA는 Via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접었으며 한 안테나에 두

포트가 연결되는 Differential feed가 180도 Phase 차이를 갖고 인가된

다. MLRPA와 VBFDA를 구분하기 위한 Ground via wall은 VBFDA에

서 Reflector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림 3.13는 단일 VBFDA의 주파수에 따른 전류 분포를 나타낸다.

전류 분포를 통해 안테나는 28 GHz에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모두 사용

하며 39 GHz에서는 다이폴의 아래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류 분포를 통해 이중 대역에서 방사가 가능한 것을 입증한다.

안테나를 최적화하여 1x4 VBFDA를 그림 3.14와 같이 설계하였다.

대역폭은 그림 3.15 그리고 16에서 볼 수 있듯이 양 대역 모두 3 GHz 

이상을 충분히 얻으며 Gain 역시 목표했던 8 dBi 이상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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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3 단일 VBFDA의 전류분포 (a) 28 GHz 그리고 (b) 39 GHz.

그림 3.14 Side via wall을 갖는 최적화된 1x4 VBFDA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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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1x4 VBFDA array의 Active S parameter

(a)                             (b)

Fig. 3.16 1	×	4 VBFDA array의 방사패턴 (a) 28GHz 그리고 (b) 39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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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안테나 인 패키지 측정 및 고찰

제 1 절 시뮬레이션

3장에서 제안된 MLRPA array와 VBFDA array의 설계들을 결합하여

그림 3.1과 같이 안테나 인 패키지로 설계한 후 ANSYS HFSS v. 2019 

R1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설계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소형화이

므로 안테나 인 패키지의 크기는 총 5.8 mm x 19 mm x 1.122 mm 

(0.54λ0 x 1.76λ0 x 0.105λ0, λ0 : 28GHz의 파장) 이다. 현재 연구된

논문 기준 이중 대역, 이중 편파를 지원하는 가장 작은 크기의 1x4 패

치 배열 안테나와 1x4 다이폴 배열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두 타입의

안테나가 매우 작은 기판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서로간의 간섭은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장에서 시뮬레이션된 결과와 상이하게 나올 것이

다.

그림 4.1과 4.2는 MLRPA와 VBFDA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며 실선은 1x4 배열안테나 단독의 결과, 점선은 두 안테나가

결합된 상태에서의 결과이다. 두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이는

안테나가 결합된 상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MLRPA array와 VBFDA array의 결과는 각각 26.22 –

29.57 GHz, 35.18 – 41.00 GHz / 26.40 – 29.74 GHz, 36.65 – 40.72 

GHz 이다. 그러므로 두 종류의 안테나들은 각 대역에서 모두 3 GHz 

이상의 대역폭을 얻으며 3장의 결과를 입증한다.

그림 4.1 1x4 MLRPA array 의 Active S paramete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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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x4 VBFDA array 의 Active S parameter 비교

그림 4.3과 4.4는 각 안테나의 방사패턴 비교이다. Active S-

parameter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안테나가 결합되는 데에 있어

방사패턴 역시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a)                               (b)

그림 4.3 1x4 MLRPA array의 방사패턴 비교 (a) 28 GHz (b) 39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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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4 1x4 VBFDA array의 방사패턴 비교 (a) 28 GHz (b) 39 GHz

안테나 인 패키지를 제작하고 측정하려면 측정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RF Chip이 없는 유일한 안테나 인 패키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안테나 인 패키지의 급전은 안테나에서 12 

층으로 직접 연결되어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의 프로브와 연결된다. 측정

시스템은 모든 포트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없으며 한 번에 하나의 포트만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포트의 측정 결과는 각 포트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하나씩 비교된다. 이 HFSS 시뮬레이션 결과는 측정값과 비교를

위해 하나의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를 삭제한 결과이다. RF Chip 및

측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이와 같이 측정을 수행한다. 각 포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가 유사한 경우 3, 4 장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모든 포트에 대한 실제 측정 결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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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작 및 측정

그림 4.5는 S/R 층을 포함하여 제작된 안테나 인 패키지의 사진 및

X-ray이다. 1층부터 12층에 위치한 Ground via wall과 다층 RIS는

Copper ratio가 30 % 이상을 만족하는데 도움을 준다. HFSS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4.5의 제작된 안테나 인 패키지로 측정하여

결과 비교한다.

MLRPA 1번 안테나 x, y-pol와 VBFDA 1, 2번 안테나의 결과는

그림 4.6 – 4.9에 나와 있으며 다른 안테나의 결과는 이 결과와

유사하다. MLRPA / VBFDA의 시뮬레이션 및 측정의 반사 손실 결과는

각각 그림 4.6과 그림 4.7에 나와 있다. MLRPA의 시뮬레이션 된 10dB 

대역폭은 26.54 – 30.09 GHz / 32.31 – 40.36 GHz이며 측정 된 10-

dB 대역폭은 각각 27.72 – 30.53 GHz / 38.21 – 42.00 GHz이다. 다층

RIS의 제작 시 배열 오차로 인해 주파수 대역이 상위 대역으로 약간

이동하지만 두 대역 모두에서 3GHz 이상의 대역폭을 갖는다.

VBFDA의 경우 시뮬레이션 된 10dB 대역폭은 25.84 – 34.25GHz 

/ 36.51 – 40.92GHz이고 측정 된 10dB 대역폭은 각각 GHz 25.50 –

33.78GHz / 35.63 – 42.00GHz이다. 이 두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두 대역 모두에서 4.4GHz 이상의 대역폭을 갖는다. 그림 4.8, 4.9에서

MLRPA와 VBFDA의 시뮬레이션, 측정된 방사 패턴이 제시된다. 28 / 

39 GHz에서 10도 마다 측정된 방사 패턴의 모양과 게인 값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측정 결과와 유사하기

때문에 4장의 안테나 인 패키지 시뮬레이션 결과는 RF Chip을 사용한

실제 측정 결과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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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51 그림 3.1에 도시된 최적화 안테나 인 패키지의 모습 (a) Overall 

view (b) Top view (c) Bottom view

                   (a)                                 (b)

그림. 4.6 MLRPA의 각 포트 별 Return loss (a) 시뮬레이션 (b)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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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7 VBFDA의 각 포트 별 Return loss (a) 시뮬레이션 (b) 측정

(a)                                 (b)

그림 4.8 1번 안테나 MLRPA의 방사패턴 비교 (a) x-pol (b) y-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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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9 VBFDA의 방사패턴 비교 (a) 1번 안테나 and (b) 2번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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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현재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밀리미터파 대역 5G 이동통신 스마트

폰을 위한 이중 대역 이중 편파 초소형 안테나 인 패키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제안되었다. 우리가 아는 한, Broadside 및 End-fire

안테나로 구성된 가장 작은 5G 스마트 폰 용 안테나 인 패키지는 이중

대역 및 이중 편파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MLRPA는 근접 디스크

커플드 급전 및 다층 RIS 기술을 적용하여 이중 대역, 이중 편파, 

소형화 및 광대역 특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또한, RIS는 안테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30 % 구리 비율을 만족한다. VBFDA는

기존의 접힌 다이폴 안테나를 수직으로 구부려 이중 대역과 소형화를

달성했다. Ground via wall과 Differential feed는 소형화로 인한 이득

열화를 개선했다. 1 × 4 안테나 어레이의 경우, Side via wall 구조를

사용하여 VBFDA의 정합 및 격리가 개선되었다. 제안 된 안테나 인

패키지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 검증되었으며 mmWave 

5G 스마트 폰의 사양 및 대량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따라서 단일

방사 소자를 통해 초소형, 이중 대역, Wide beam coverage 및

고효율이라는 장점을 가진 mmWave 5G 스마트 폰에 안테나 인

패키지를 장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G의 스마트 폰

안테나 기술을 넘어서 다음 기술의 사전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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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al-band Dual-polarized 

Miniaturized Antenna in 

Package(AiP) for 5G Smartphone

Jungwoo Seo

Dep.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a novel approach to a miniaturized Antenna in Package 

(AiP) for a fifth-generation (5G) millimeter-wave (mmWave) 

smartphones that supporting dual polarization and dual band (28 / 

39 GHz) is proposed. It is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architecture enables supporting dual polarization and dual band even 

at the size of 5.8 mm × 19 mm × 1.122 mm (0.54 λ0 × 1.76 λ0 ×

0.105 λ0, λ0: wavelength at 28 GHz). As far as we know, it is the 

smallest and effective AiP that can mount in 5G smartphones. The 

key feature of two types of antenna in AiP, 1 × 4 patch antenna 

array (broadside) and 1 × 4 dipole antenna array (end-fire) are 

introduced. In order to reduce the size of patch antenna, multi-

layer Reactive Impedance Surface (RIS) is added between the patch 

layer and ground plane. In addition to this, Multi-Layer RIS Patch 

Antenna (MLRPA) improves isolation and bandwidth by applying 

proximity disk coupled feed method. End-fire achieves 

miniaturization and bandwidth improvement through modifying 

Vertically Bent Folded Dipole Antenna (VBFDA) and T-shape side 

via walls. The fabricated AiP has a bandwidth of 26.22-29.57 GHz / 

35.18-41.00 GHz (MLRPA), 26.40-29.74 GHz / 36.65-40.72GHz 

(VBFDA) with over 3GHz in each band and a gain of 11.6 d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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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RPA) and 9.9 dBi (VBFDA).

Keywords : 5G, millimeter wave, antenna in package, miniaturization,

patch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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