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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수신 시스템의 준광학계 회로에서 발생되는 3가지 빔 결합 손실에 대하여 가우시

언 빔 전송 이론을 기반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첫째, 준광학 시스템에 의하여 형성된 각각의 빔 허리와

그들의 위치가 서로 일치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빔 결합 손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빔 허리의 크기를 3  
이상으로 설계하면 빔 광축 방향에 대한 빔 허리 크기와 그 위치의 불일치에 의한 빔 결합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둘째, 준광학 회로에서 서로 다른 두 빔 축의 기울어짐과 각도상의 비정렬에 의한 빔 결합 손실을 해석

하였다. 기울기 각도와 정렬에 의한 빔 결합 손실을 고려할 때 빔 허리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축 방향에 대하여 측면 방향으로 하나의 광축이 치우쳐 있는 경우의 결합 손실을 검토하였다. 치
우침을 감안한 설계 빔의 반경은 최소한 3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ree kinds of beam coupling losses which occur in a quasi-optics circuit for millimeter wave receiver 
system have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First, the beam coupling losses which are caused by mismatch of beam 
waists radii and their positions between those of one and the other have been evaluated. It shows that beam coupling 
losses due to mismatch of beam waists radii and their positions between two quasi-optics circuits can be minimized 
if beam waist radius is chosen as larger than 3 times the operation wavelength. Second, the beam coupling losses have 
been studied when the axis of propagation of one beam is tilted with respect to that of the other beam. It is noted 
that smaller beam waist radius results in greater tolerance to tilts and angular misalignments. Third, the beam coupling 
cases in which two beams are offset if their axes of propagation are parallel but one is displaced relative to the other 
have been investigated. It is confirmed that beam waists radii with larger than 3 times operation wavelength are less 
sensitive to lateral offsets.

Key words : Gaussian Beam, Beam Coupling Loss, Beam Alignment, Beam Tilt, Beam Offset

Ⅰ. 서  론       

실제적인 가우시언(Gaussian) 빔(beam) 전송 이론

을 기반으로 한 밀리미터파 및 서브 밀리미터파 대

역 준광학계 설계에 있어서 하나의 준광학 시스템에

의하여 형성된 가우시언 빔이 또 다른 준광학 시스

템으로 전달될 때 두 준광학 시스템 사이의 가우시

언 빔 결합 특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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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밀리미터파 수신 준광학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타원 면경이나 유전체 렌즈는 물론이

고 휘드 혼(feed horn)에 의하여 형성된 가우시언 빔

이 또 다른 준광학 회로에 전달될 때 가우시언 빔의

결합 문제가 대두된다.  
가우시언 빔 준광학 회로 시스템에서 빔의 특성

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인 빔 반경과 빔 곡률 반경

이 서로 일치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소위 빔 비정합

(mismatch)의 함수로 주어지는 두 준광학 시스템 사

이의 빔 결합 손실은 전체 준광학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또, 하나의 준광학 시스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

항으로는 준광학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준광학 소

자들 간의 정렬과 부품들의 제작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문제는 준광학 시스템의 완벽하지

못한 빔 결합을 야기시키며, 이는 실제적으로 빔 결

합 손실이 발생되는 원인이 발생되며, 이 문제는 준

광학 시스템을 제작할 때 피할 수 없이 발생되는 문

제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준광학 부품들의 제작 및 조립

에 대한 허용 요차는 물론이고, 각 부품들의 준광학

특성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준광학

설계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밀
리미터파 및 서브 밀리미터파 카세그레인 안테나에

의하여 형성된 가우시언 빔과 수신기의 준광학 회로

에 의하여 형성된 두 준광학 시스템 사이의 빔 결합

특성과 손실에 대하여 수식적만 해석하였다
[1]～[3]. 그

러나 실제적인 준광학 회로 설계를 고려한 주파수에

따른 빔 결합 손실과 빔 허리의 크기에 따른 결합 손

실은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우주전

파관측망에 활용되는 수신기 시스템은 22 GHz, 43 
GHz, 86 GHz와 129 GHz 대역의 우주 전파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도록 매우 복잡한 준광학계 회로로 구

성되어 있다
[4],[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광학계 설계 및 제작할

때 발생되는 실제적인 문제점과 한국우주전파관측

망 수신 시스템에 활용되는 준광학계 회로의 빔 결

합 손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준광학 시스템이 각각의 광축에 서로 잘 일치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준광학 시스템에 의하여 형

성된 각각의 빔 허리와 그들의 위치가 서로 일치되

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빔 결합 손실에 대하여 분석

한다. 또한, 비록 두 개의 준광학 시스템의 빔 반경

과 빔 곡률 반경이 서로 일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빔 축이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와 빔 축에 대

하여 어느 정도 각도로 틀어짐에 의한 빔 결합 손실

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Ⅱ. 가우시언 빔 결합의 제 문제 

2-1 가우시언 빔(Gaussian Beam) 이론

일반적인 Helmholtz 방정식으로부터 진행 방향에

대한 전자기장의 크기의 변화가 주어진 파장 내에서

매우 작고, 진행 방향에 대한 크기의 변화도 수직 방

향의 변화에 비해 작다고 가정하면 paraxial 파동 방

정식으로 주어진다. 이 방정식을 직각좌표계를 도입

하며 계산하면 해는 Hermite polynomial로 주어지며, 
기본 차수에 대한 식은 진행 방향에 대한 가우시언

복사 특성으로 표현되며, 이 식으로부터 빔 반경과

빔 곡률 반경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다[3].
가우시언 빔의 반경(beam radius) 는 진행되

는 방향 축에 수직한 장의 세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우시언 형태를 갖는 장의 세기로부터 1
 되는 지점의 빔 반경을 나타내는 변수가 되어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또한 그 크기가 최소가 되는 빔 반경을 W 0로 나

타내며, 빔 허리(beam waist)라고 부른다. 
  

 








 






(1)

빔 허리 부근에서의 빔의 파면은 평면이 되지만, 
빔 허리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서의 파면은 구

면파가 된다. 이 구면파는 빔의 곡률 반경(radius of 
curvature) R(z)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2)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빔 허리로부터 전송

된 가우시언 빔은 전송 거리에 따라 빔이 점점 확산

되는데, 빔의 확산 각(growth angle)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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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우시안 빔 파라미터와 전파 특성

Fig. 1. Beam parameters of Gaussian beam and its pro-
pagation properties.

 

그림 2. 두 개의 빔 허리 크기와 위치의 불일치

Fig. 2. Axially aligned two beams with offset waists.
 





(3)
 
가우시언 빔의 전송 특성을 나타내는 식 (1)과 식

(2)는 준광학계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

들이다.

2-2 빔 축 방향으로 빔 허리(Beam Waist) 크기

와 위치의 어긋남에 의한 빔 결합 손실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설

계된 준광학계 회로의 빔을 beam 1이라 하고 그의

빔 허리 크기가 이며, 실제적으로 제작하여 구성

된 준광학계 회의 빔을 beam 2이며, 그의 빔 허리 크

기가 라고 하자. 이론적인 계산에 의하여 설

계된 준광학 회로의 빔 허리() 크기와 실제적으

로 제작되어 구성된 준광학 회로에 의하여 형성된

빔 허리() 크기와 위치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가장 이상적으로 준광학 회로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준광학 회로를 구성하는 타원면경 혹은

유전체 렌즈와 컬러게이트 휘드 혼에 의하여 형성된

빔 허리들은 제작상의 공정도와 치수의 불일치로 인

하여 이론적으로 설계된 빔 허리 크기와 그 위치를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두 준광학계 회로의 빔 허리 크기와 그들의 위치

가 서로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다음 식으로 빔 결

합 손실이 주어진다
[3].

 

  
 ⋅





(4)
 
빔 허리 크기는 사용하고자 하는 파장으로 0.5 , 

1 와 3 씩 각각 정규화 하였고, 두 빔 허리 크기의

비()에 따른 빔 허리 위치 차이()에 대

한 계산된 빔 결합 손실은 그림 3(a), 그림 3(b)와 그

림 3(c)에 각각 제시하였다. 
카세그레인 초점에 형성된 빔 허리의 크기는 주

파수에 비례한다
[6]. 따라서 주파수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되므로 여기서는 129 GHz를 대상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예상한대로 두 빔 허리 크기

와 그 위치가 서로 일치할 때 최대의 결합이 됨을 알

수 있다.
두 빔의 빔 허리 위치 차이()를 최대 8 까지

변화시켜 본 결과, 주어진 빔 허리의 크기가 작을수

록 빔 허리 위치 차이가 클수록 급격히 결합 손실이

나빠지고, 빔 허리가 클수록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 커지면 식 (4)에서 분모의 첫 번째

항이 지배적이므로 빔 허리 위치 차이()에 상관없

이 두 빔 허리 크기의 비()에 따라 결합 손

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준광학 회로를 설계할 때 빔 허리

의 크기를 3  이상으로 설계하면 빔 광축 방향에 대

한 빔 허리 크기와 그 위치의 불일치에 의한 빔 결합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2-3 주어진 빔 축 방향에 대한 상대적 빔 축 

기울어짐에 의한 빔 결합 손실

제작된 준광학 회로의 구성 부품 즉 타원 면경이

나 휘드 혼 및 유전체 렌즈 등이 원래 설계된 빔 축

에 설치되지 않고 실수 또는 설치 오차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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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5 @129 GHz

(b) @129 GHz     
   

  

(c) 3 @129 GHz      

그림 3. 빔 허리 크기와 그 위치의 불일치에 의한 빔

결합 손실

Fig. 3. Beam coupling losses due to axially aligned two 
beams with offset waists.

그림 4. 두 빔 축 방향이 상대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

Fig. 4. The propagation axes of one beam is tilted 
with respect to that of the other beam.

 
림 4와 같이 빔 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일정한 각으

로 빔 축이 기울어져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 빔 결합 손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

 

  exp



 





(5)
 

여기서
 

  

 





 




 

    
 





(6)
 
임의의 거리 Δz에서의 빔 기울러짐에 대한 빔 결

합 손실은 그 지점의 빔 반경(, 과 곡률 반경

(, )으로 계산된다. 만약 빔의 기울러짐 현상이

빔 허리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7)
 
우선 129 GHz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준광학계

를 설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빔 허리 크기는 설계

하고자 하는 신호 파장으로 0.5 , 1 와 3 씩 정규

화된 빔 허리의 크기와 빔 축에 대한 상대적인 기울

기 각에 따른 빔 결합 손실을 그림 5(a), 그림 5(b)와
그림 5(c)에 각각 제시하였다. 그림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어진 빔 허리의 비(에 따라 129 
GHz 대역 빔 허리가 클수록 기울기 각에 따라 급격

히 빔 결합 손실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기울기 각

도와 22 GHz, 43 GHz, 86 GHz 및 129 GHz 대역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빔 결합 손실도 계산하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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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5 @129 GHz 

(b) @129 GHz

  

(c) 3 @129 GHz   

그림 5. 주어진 빔 허리의 크기와 빔 축에 대한 상대

적인 기울기 각에 따른 빔 결합 손실

Fig. 5. Beam coupling losses with changing tilt angle 
and given beam waist radii.

6(a), 그림 6(b), 그림 6(c) 및 그림 6(d)에 각각 제시하

였다. 식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빔 허리의 크기가

작을수록 보다 큰 빔 확산 각을 갖게 된다. 또한, 빔
허리()의 크기는 파장에 비례하게 되므로 주파

수가 높을수록 빔 허리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어 기

울기각에 대한 빔 결합 손실이 완만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6(a), (b), (c), (d)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주파수 대역에 따라 수치적으로 확인

해 보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낮은 주파수에 비하여

빔 허리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큰 기울기 각에서도

양호한 빔 결합 손실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바깥의 실

선에서 안쪽의 이점쇄선은 두 빔의 허리 크기 비인

의 값을 최대 4에서 0.71까지 변화시켜 기

울기 각도에 따라 결합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빔 결

합 손실은 빔 허리가 작아질수록 기울기 각에 따라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빔 허리가

커질수록 빔의 기울기 각도 틀어짐에 의한 빔 결합

손실도 급격하게 증가된다.
따라서 기울기 각도에 의한 빔 결합 손실을 고려

할 때 빔 허리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함을 알 수

있다.

2-4 두 빔의 진행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

우의 빔 결합 손실

그림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작된 준광학 회로의

구성 부품 즉 타원 면경이나 유전체 렌즈와 휘드 혼

등이 원래 설계된 빔 축에 정렬되어 설치되지 않고, 
실수 또는 설치 오차에 의하여 빔 축에 대하여 서로

상대적으로 측면 방향으로 치우쳐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빔 결합 손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다[3].
 


  exp




 



 (8)

여기서
 

 





 



 

   





(9)
 
만약 두 빔의 빔 허리가 서로 일치된 경우는 다음

과 같이 간단한 식으로 주어진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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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2 GHz                                            (b) 43 GHz

   

                         (c) 86 GHz                                            (d) 129 GHz
그림 6. 기울기 각도와 주파수 변화에 따른 빔 결합 손실

Fig. 6. Beam coupling losses as a function tilt angles and given frequencies.

그림 7. 두 빔 축이 서로 평행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Fig. 7. Two beam's axes of propagation are parallel, but 
one is displaced relative to the other.

 

식 (10)은 두 빔의 허리 반지름을 제곱 합하여 제

곱근한 것이므로 직관적인 예상을 해 보았을 때, 더

큰 빔 허리 반지름을 갖는 빔이 측 방향으로의 치우

침에서 덜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측 방

향 치우침 변수는 더 큰 빔 허리를 갖는 빔에 지배적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a)～(c)와 같이 129 GHz에서 설계된 빔의

반경을 0.5 , 1 와 3 에 대하여 계산해 본 결과, 빔
허리 반경이 작을수록 치우침의 정도에 따라 매우

급격히 빔 결합 손실이 나빠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거리()는 원래의 빔 허리()로부터 또 하나의

빔 허리()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는 confocal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동일한 129 GHz 대역에

서도 빔 허리의 크기가 클수록 측 방향 치우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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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5 @129 GHz  

(b) @129 GHz     

(c) 3 @129 GHz  

그림 8. 빔 축 치우침에 의한 빔 결합 손실

Fig. 8. Beam coupling losses due to lateral offset of two 
beam's axes of propagation.

라 빔 결합 손실이 완만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준광학 설계를 할 때 빔 허리의 크기가 클수

록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a)～(d)에서 보는 바

와 같이 22 GHz, 43 GHz, 86 GHz와 129 GHz 대역의

각 주파수별 결과를 검토해 보면 치우침( Δd) 정도

가 클수록 빔 결합 손실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비해, 
오히려 또 하나의 빔 허리()가 원래의 빔 허리

()로부터 멀어질수록 동일한 치우침에 비해 결

합 손실이 다소 완만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서로의 빔 허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빔 반

경이 커져 식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빔 허리()
이 지배적이어서 빔 결합 손실이 적어지게 된다. 또
한 22 GHz, 43 GHz, 86 GHz와 129 GHz 대역 주파수

에 대한 설계된 빔 반경을 3 라고 가정하고 결합 손

실을 검토해 본 결과, 주파수 높아질수록 빔 반경이

작아지게 되어 광축 치우침에 대한 빔 결합 손실이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우침을 감안한 설계 빔의 반경은 최소

한 3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준광학계 설계 및 제작할 때 발생되는 실제적인

문제점과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수신 시스템에 활용

되는 준광학계 회로의 빔 결합 손실에 대하여 가우

시언 빔 전송 이론을 기반으로 심도 있게 해석하

였다.
준광학 시스템이 각각의 광축에 서로 잘 일치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준광학 시스템에 의하여 형

성된 각각의 빔 허리와 그들의 위치가 서로 일치되

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빔 결합 손실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빔 허리 크기와 그 위치의 불일치에 의한

빔 결합 손실은 빔 허리 크기가 3  이상이 되면 빔

허리 위치의 어긋남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고 다만

두 빔 허리 크기의 비가 1.5 이하로 준광학계를 설계

하면 약 90 % 이상의 빔 결합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록 두 개의 준광학 시스템의 빔 반경과 그

들의 위치가 서로 일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빔 축의 기울어짐에 의한 빔 결합 손실을 해석하였

다. 그 결과, 빔 결합 손실은 빔 허리가 작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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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2 GHz                                            (b) 43 GHz

  

                         (c) 86 GHz                                            (d) 129 GHz

그림 9. 빔 축 치우침과 주파수 변화에 따른 빔 결합 손실

Fig. 9. Beam coupling losses due to lateral offset of two beam's axes of propagation with given frequencies.

 
기울기 각에 따라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빔 허리가 커질수록 빔의 기울기 각도 틀어

짐에 의한 빔 결합 손실도 급격하게 증가된다.
따라서 기울기 각도에 의한 빔 결합 손실을 고려

할 때 빔 허리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축 방향에 대하여 측면 방향으로

하나의 광축이 치우쳐 있는 경우의 결합 손실을 검

토해 본 결과, 주파수 높아질수록 빔 반경이 작아지

게 되어 광축 치우침에 대한 빔 결합 손실이 심각해

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우침을 감안한 설계 빔의

반경은 최소한 3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분석을 이용하여 밀리미터파 및 서브

밀리미터파 준광학 회로를 설계하면 준광학 시스템

에서 발생되는 빔 결합 손실이 최소화된 최적의 준

광학 시스템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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