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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레이다나 통신시스템에서 송수신 분리도 향상이나 주

파수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자파의 편파 특성을
이용하는 편파 diveristy[1]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에 의한 전자파의 반사 영향을 줄이고, 광대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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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6～18 GHz 주파수 범위의 미앤더선로로 구성된 다층 구조의 광대역 원편파 편파기를 설계 및 제작하
였다. 미앤더선로-유전체-스페이서의 단위 구성요소에 대한 전송행렬을 경계값 해를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도파관
모델이 적용되도록 미앤더선로의 배열 구조와 함께 미앤더선로의 등가 서셉턴스를 HFSS 전자기장 해석방법으로 계산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전자기장 해석방법과 전송행렬을 연동한 하이브리드 방법과 반복 수행법을 이용하여 광대역, 낮
은 삽입손실, 낮은 축비 특성을 갖는 다층 구조의 미앤더선로 원편파 편파기를 설계하였다. 제작된 편파기는 동작주파수
의 92 % 대역에서 —10 dB 이하의 반사손실과 평균 —0.24 dB의 삽입손실 및 평균 2.6 dB 이하의 축비 특성으로 설계값
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wideband circular polarizer operating in the frequency range of 6～18 GHz is designed and fabricated using a 
multilayer structure with meanderlines. A T matrix expression for the unit structure, which consists of meanderline, dielectric substrate 
and spacer, was derived using the boundary value solution. A proposed meanderline structure was modeled as an array of unit 
meanderline cell in order to apply the waveguide model with PEC and PMC boundary conditions. The calculation procedures to obtain 
an equivalent susceptance of the unit meanderline cell using HFSS was also suggested. Using a hybrid method, which combines the 
T matrix with the HFSS results, and cut-and-try method, a wideband circular polarizer with low insertion loss and good AR performance 
was designed. The fabricated polarizer has the return loss less than —10 dB within 92 % bandwidth, the average insertion loss less 
than —0.24 dB, and the average AR below 2.6 dB for full 3:1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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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특성이 요구되는 전자전장비의 경우, 원편파를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원편파 구현을 위해 주로 스파이럴(spi-
ral) 안테나, 위상교차 다이폴(phased crossed dipoles) 안테
나 및 도파관내 유전체 판(slab)이 사용될 수 있으나, 대역
또는 이득이 제한되는 단점을 갖는다. 이와 같이 안테나
자체에 의한 원편파 구현과 달리, 선형 편파 안테나에 광
대역 특성을 갖는 원편파 편파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

으며, 이러한 경우 이득 및 빔패턴은 안테나 특성을 유지
하면서 원편파 특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안테나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원편파 편파기를 추가하는
것이 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1] 이러한 구조
로 미앤더선로 편파기[1]～[4]가 널리 이용되며, 이는 광대
역 주파수 특성, 낮은삽입손실, 제작의 용이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4]는 미앤더선로에 대한
서셉턴스에 대한 근사식을 실험치와 비교하여 유도하였

고, 2:1 주파수 대역폭을 갖는 원편파 편파기를 제시하였
다. 참고문헌 [5]는 중심주파수에서 원편파 특성을 구현
하기 위하여 3층 구조의 미앤더선로에 대한 서셉턴스 조
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16～22 GHz 대역
특성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입사(normal incidence)조건에서 무

한배열구조의 미앤더선로에 대한 도파관 경계조건을 적

용하기 위하여 양방향 대칭배열 구조와 도파관 경계조건

을 적용한 HFSS의 전자기장해석 방법으로 미앤더선로에
대한 서셉턴스 계산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층 미앤더선로 구조에 대한 전기적 특성 설계를 위

하여 미앤더선로-유전체-스페이서로 구성되는 단위 요소
에 대한 전송행렬(T-매트릭스)를 경계값 해(boundary va-
lue solution)을 적용하여 유도하였다. 이러한 도파관 모델
및 전송행렬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이용하여 다층

미앤더선로 편파기 설계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반복 수행
방법을 이용하여 3:1의광대역 동작 주파수대역에서 낮은
축비 특성의 원편파 편파기를 설계하였다. 제작 및 측정
한 결과, 동작주파수의 92 % 대역에서 —10 dB 이하의반
사손실과 평균 —0.24 dB 이하의 삽입손실 및 평균 2.6 
dB 이하의 축비 특성으로 설계값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Ⅱ. 다층 구조의 미앤더선로 편파기 전기적 모델

미앤더선로를 이용한 다층 구조의 원편파 편파기는 그

림 1과 같이 미앤더선로-유전체-스페이서의 단위 구조가
여러 층으로 구성된다.[3] 단위 구조는 유전체 기판(sub-
strate)에 미앤더선로로 식각한 도체선과 유전체 기판을
분리하기 위한 스페이서로 구성되며, 그림 2에 미앤더선
로의 구조 및 등가 회로 특성을 보였다. Dx는 미앤더선로
방향으로의 주기, Dy는 미앤더선로 수직방향으로의 주기, 
h는 미앤더선로의 높이, w1, w2는 미앤더선로의 수직 및

평행 방향으로의 도체 폭을 나타낸다. 입사파(Einc) 미앤
더선로를 포함한 면과 평행하며, 입사파와 미앤더선로가
이루는 각도는 이므로, 입사파는 미앤더선로와 평행한
방향의 전기장성분( )과 미앤더선로와 수직방향의 전기
장성분(⊥ )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림 2(b)와 같이, ⊥
에 대하여 미앤더선로는 캐패시턴스 특성을 나타내며, 
 에 대하여미앤더선로는 인덕턴스특성을 보인다

[6]. 따
라서, 입사된 전기장는 미앤더선로의 전기적 특성에 의하
여 서로 다른 크기 및 위상을 갖는 투과특성을 갖게 되므

로 수직 및 수평 전기장 성분에 대한 투과계수(⊥ , )를
조절하여 원편파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다층으로 구성된 원편파 편파기에서 입

사파, 반사파 및 투과파에 대한 관계를 그림 3(a)에 보였
으며, 그림 3(a) 다층구조의 가운데에 위치한 중심선을 기
준으로 좌우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미앤더선로-유전체- 
스페이서의 단위 구성요소에 대한 등가 전송선로 모델을

그림 1. 다층 미앤더선로 편파기 구조
Fig. 1. Geometry of a multi-section meanderline polar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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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미앤더선로 구조 및 등가 회로

Fig. 2. Meanderline (a) structure (b) Equivalent circuit.
 

그림 3(b)에 나타냈다. 섹션의 입, 출력포트는 자유공간
임피던스(  )로 정규화하였으며, 미앤더선로은
병렬 형태로 자유공간 어드미턴스 정규화된 서셉턴스

()로등가화 하였고, 유전체 및 스페이서는 전송선로로
등가화 하였다. 은 유전체 및 스페이서 각 영역의 두께
를 나타내며, 는 각 영역에서의 전파상수(wave number), 
는 각 영역에서의 자유공간 임피던스로 정규화된 임피

던스비이며, 은 경계면에서 임피던스 차이로 발생되는
반사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3(b)의 i번째 섹션 등가회로
특성은 식 (1)의 정의에 의하여 (2)～(7)의 전송행렬 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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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6층의 대칭적 구조
(a) Symmetric 6 layer structure

(b) 섹션 i의 등가 전송선로 모델
(b) Equivalent transmission line model of the i-th section

그림 3. 다층구조의 원편파 편파기
Fig. 3. Multi-layer circular polar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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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미앤더선로의 병렬 서셉턴스 등가회로에대한

전송행렬, 식 (4), (6)은 유전체 기판 및 스페이서에 대한
전송선로의 전송행렬이며, 식 (3), (5), (7)은 서로 이웃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이용한 다층 미앤더선로 구조의 3:1 광대역 원편파 편파기 설계

733

매질의 임피던스 부정합에 대한 전송행렬[7]로 반사계수

( )는 식 (8)～(10)과 같다. 
  

   

  

(8)
    

     

   

(9)
    

     

   

(10)
  
그림 3(a) 중심을 기준으로 우측과 같이 스페이서-유전

체-미앤더선로로 구성된 단위 구조에 대한 전송행렬은

식 (1)의 전송행렬을 역순으로 곱하게 되며, 반사계수( )
는 식 (8)～(10)에 음의 부호를 갖게 된다. 다층으로 구성
된 편파기의 전체 전송행렬은 섹션 i에 대한 전송행렬을
이용하여 식 (11)과 같이 표현된다.

  

 
  



 (11)
  
그림 1 또는 3의 다층구조 미앤더선로 원편파 편파기

의 반사계수 및 투과계수[8]는 식 (12),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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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편파 편파 특성을 나타내는 축비[9]는 식 (1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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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

cos∆
이고, ∆ ∠║ ∠⊥로 출력 신호의 위상차
를 의미한다. 
그림 1과 그림 2의 미앤더선로는 수많은 단위 셀 구조

의 미앤더선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미앤더선로의

서셉턴스를 실험치 기반의 근사식[4]을 이용했으나, 이러
한 설계방법은 미앤더선로의 두께나 에지에서 발생하는

프린징 영향(fringing effect)이나 인접한 선로간의 상호 결
합 등에 의한 영향을 정확히 고려할 수 없어 다수의 적정

화 과정이 요구되는 설계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단위

셀 구조의 미앤더 선로에 대한 전기적 해석 방법으로 도

파관 모델을 적용한 전자기장해석방법을 제안한다. 도파
관 모델은 무한 배열 구조해석 대신에 단위 셀을 구성하

는 경계면에 적절한 경계조건을 대입함으로써 전체적인

특성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경계조건은 전자기장의 특성
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기장의 접선성분이 0(   )이
고, 전기장의 법선성분은 연속인 경계는 완전도체(PEC: 
Perfect Electric Conductor) 경계조건을 적용하고, 자기장
의 접선성분이 0(   )이고, 자기장의 법선성분은 연
속인 경계는 완전자성체(PMC: Perfect Magnetic Conduc-
tor) 경계조건을 적용한다. 
그림 4(a)는 참고문헌[4]의배열 구조로 수직 입사파 조

건에서 PMC 경계면(   )을 기준으로 미앤더선로에
분포된 전류방향이 PMC 면을 기준으로 상호 반대방향으
로 흐르고 있으나, PEC 경계면을 기준으로 위, 아래의 미
앤더선로에 대한 위치 및 미앤더선로에 흐르는 전류 방

향이 동일하므로 PEC 경계면에서 ≠이 되어 PEC 
경계조건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수평 입사파 조건의 경
우, PEC 경계면 조건에 대하여 미앤더선로에 흐르는 전
류는 연속인 조건을 충족하나, PMC 경계면 기준인 경우
미앤더선로의 위치 및 미앤더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상호

반대방향이 아니므로, PMC 경계면에서  ≠이 되어

PMC 경계조건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4(b)와 같이 미앤더선로방

향으로 미앤더선로 단위 셀을 Dx/2 만큼 이동 배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수직 입사의 경우, PMC 경계면을 기
준으로 미앤더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역방향관계를 가지

며, PEC 경계면을 기준으로 미앤더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역위상및 동일한 거리에분포됨을알수 있다. 수평입사
의 경우, PMC 경계면을 기준으로 미앤더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동위상관계 및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며, PEC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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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참고문헌 [4] 구조
(a) Array structure in the reference [4]

(b) 제안된 양방향 대칭 배열 구조
(b) Proposed bilateral symmetric array structure

그림 4. 미앤더선로 배열 구조에 따른 경계조건
Fig. 4. Boundary conditions for a meanderline array struc-

ture.

계면을 기준으로 미앤더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관계

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된 미앤더선로 배열 구조는 수직, 수평으로 동시

에 입사하는 입사파 조건에서 미앤더선로에 유기되는 전

류분포가 미앤더선로 단위 셀의 경계조건으로 PEC, PMC 
경계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도파관 모델을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4(b)의 단위 미앤더선로에 대하여 입사

전자기장 조건에 대하여 경계조건을 PEC, PMC로 적용한
도파관 모델로 HFSS 등 전자기장 해석 프로그램의 경계
조건을 나타낸다. ↑pol. 은 수직 입사파, →  pol.은 수평
입사파를 의미한다. HFSS를 이용한 미앤더선로에 대한
전자기장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미앤더
선로-유전체 구성요소를 모델링하였다. 
미앤더선로-유전체 구성요소의 좌우 측면에 임의 길이

의 공기층을 삽입하여 도파관 포트 1, 2를 설정하였고, 이
에 대한 산란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HFSS의 ‘deembed’ 기

그림 5. 입사조건에 따른 미앤더선로 도파관 모델 경계

조건

Fig. 5. Boundary conditions of the meanderline waveguide mo-
del depending on the incident polarization.

 

그림 6. HFSS를 이용한 미앤더선로 전자기장 해석 구조
Fig. 6. HFSS simulation model for the unit structure of 

meanderline-dielectric substrate.
 
능을 사용하였다. 미앤더선로의 등가 서셉턴스는 미앤더
선로-유전체 구성요소에 대한 전자기장 해석 결과인 산
란계수(S)로부터 식 (15)와 같이 유도된다.

  

   
   

   
  (15)

  

  은 역행렬을 나타내며, 식 (9)의 는 자유공간

임피던스를 적용하며, 는 산란계수 S를 전송행렬
로 변환하는 것으로 식 (16)[8]의 변환식을 이용하였다.  

  

  


  



  


 

  

(16)
  
식 (16)과 식 (2)의 의 계수를 비교하여 에 정규

화된 미앤더선로의 등가 서셉턴스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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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앤더선로의 정규화된 서셉턴스 계산 결과 비교
Fig. 7. Comparison of the normalized susceptance between 

the proposed method and the values in the refe-
rence [10].

 

그림 7은 Dx=4.32 mm, Dy=10.16 mm, h=4.06 mm, w1= 
w2=0.33 mm, =2.22, 유전체 두께는 0.254 mm를 갖는 미
앤더선로 구조에 대하여 그림 6의 방법을 이용하여 HFSS 
전자기장 해석 결과를 이용한 미앤더선로의 등가 서셉턴
스와모멘트방법으로 계산한 결과[10]와 비교한것이며, 도
체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았다. 수평 입사파 조건에서

HFSS 전자기장 해석에 의한 서셉턴스와 MoM 결과 비교
시 약 6 %의 차이를 보였으나, 수직 입사파 조건에서는
이보다 약 2배 증가한 차이를 보였다. HFSS 메쉬 조정을
통하여 정확한 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
한 전자기장 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구조의 미앤더선로에

대한 등가 서셉턴스 계산에 적용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Ⅲ. 다층구조의 광대역 원편파 편파기 설계

그림 8은 하이브리드 방법을 이용하여 광대역 다층구
조의 원편파 편파기 설계과정이다. 
설계 주파수 대역과 사용할 층(layer) 수(N)를 입력 변

수로설정하면, 축비(AR) 특성을 고려하여각각의 층에서
구현해야 할 위상차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미앤더선로
단위 셀 구조를 설계한다. 이를 위하여 미앤더선로-유전
체-스페이서로 구성된 단위 구성요소에 대한 전자기장
해석을 통하여 미앤더선로의 등가 서셉턴스 및 위상차를

그림 8. 설계 흐름도
Fig. 8. Flow chart of the wideband circular polarizer design 

method using the hybrid method.

 
계산하고, 이를 구현해야 할 위상차와 비교하여 미앤더선
로 구조의 적정화(optimization)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층
별 미앤더선로의 특성을 전송행렬에 적용하여 다층 구조

에 대한 원편파 특성을 관찰하고, 이를 다시 미앤더선로
구조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광대역 특

성을 갖는 다층 구조의 원편파 편파기를 설계하며, 이는
다층구조에 대한 full-wave 전자기장해석보다 해석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광대역 주파수 특성을 가지면서 낮은 축비를 갖는 편

파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층 구조가 용이하므로 본 논

문에서는 6층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층별로 서로 다
른 미앤더선로 구조로 설계할 경우,  설계 변수가 많아지
기 때문에 동일한 설계 값을 적용하였다. 유전체 기판은
10 mil 두께를 갖는 Taconic사 TLY-5(  ) 기판을
사용하였다. 수직, 수평 편파의 입사파에 대한 미앤더선
로의 투과파(⊥ ,║ )의 크기차를 무시할 수 있을 경우, 
식 (14)로 주어진 축비는 식 (17)과 같이 투과파의 위상차
함수로 근사화 할 수 있다.

  

  logcot
∆  (17)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설계 주파수 대역에서 AR을

만족하는위상차 범위를 구하고, 각 층(layer)별 허용 위상
차 범위를 설정 후, 이를 만족하는 미앤더선로 구조를 전
자기장 해석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가  ±   이내에있을경우, 3 dB 이하의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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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위상차 12°～15° 구현을 위한 ⊥ , ║  관계 및 설
계된 미앤더선로의 위상차 특성

Fig. 9. Relation between ⊥  and ║  for realizing phase di-
fference of 12° ～15° and the differential phase per-
formance of the designed meadnerline.

 
특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6층으로 구성 시 각 층별 미앤
더선로에서 발생되는 위상차 ∆는 15°±3° 이내에 존재
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전체나 스페이서에서 수직입사
(normal incidence)의 경우, 수직, 수평 입사파에 대한 위상
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9는 수직 및 수평 입
사파 조건에서 미앤더선로의 등가 서셉턴스 ⊥ , ║크
기에 따른 투과파의 위상차 특성으로 식 (2)의 을 식

(16)에 대입하면 미앤더선로에 의한 투과파의 위상변이

는  tan 
 가 발생되며, b가작은값을 가질경우미

앤더선로에 의한 위상차는 직선형태를 갖는다. 수직, 수
평 투과파에 의한 위상차가 각각 5°, 10°, 15°, 20°일 때의
등가 서셉턴스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Dx=2.5 mm, 
Dy=15 mm, h=3.5 mm, w1=w2=0.3 mm로 설계된 미앤더선
로에 의한 수직, 수평 투과파의 위상차를 보였으며, 미앤
더선로는 주파수마다 서로 다른 등가 서셉턴스 특성으로

투과파의 위상차는 직선형태가 아닌 곡선형태를 갖게 된

다. 3:1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12°～15° 이내에 분포됨을
보이고 있다.
다층 구조의 미앤더선로는 안테나 개구부에 부착되는

형태이므로, 낮은 반사계수가 요구되어진다. 반사계수는
미앤더선로 자체 반사 특성과 유전체 유전율 및 스페이

서 두께의 함수이므로, 식 (1)～식 (12) 및 전자기장 해석

을 이용하여 두께를 선택하였다.

Ⅳ. 제작 및 측정

6～18 GHz 3:1 광대역 주파수 대역에서 AR이 3 dB 이
하, 반사손실은 —10 dB 이하의 특성을 갖는 6층의 미앤
더선로 원편파 편파기를 반복수행 방법으로 설계, 제작, 
측정하였다. 그림 3(a)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다층의 미앤
더선로를 좌우 대칭구조가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그림 9
의 해석에 사용된 동일한 설계값을 갖는 미앤더선로를

사용하였다. 스페이서는 공기층으로서 그림 3(a)의 d1～d5

는 각각 5.596, 5.996, 5.742, 5.996, 5.596 mm로 하였다. 제
작된 미앤더선로 원편파 편파기 사진을 그림 10에 나타
내었다.
제작된 미앤더선로의 등가 서셉턴스를 측정하기 위하

여 먼저 단층의 미앤더선로에 대한 S파라미터를 측정하
였으며, 이를 위하여 안테나 측정 구성에 대한 보정을

TRM(Through-Reflection-Match) 방법[12]을 사용하였다. 
TRM은 자유공간 보정방법들 중에서 안테나및 시험대

상의 움직임이 없는 조건에서 수행하는 장점이 있다.
그림 11(a)는 단일 층 미앤더선로에 대하여 등가 서셉

턴스로 HFSS 해석 시, 미앤더선로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
았다. 실선은 전자기장 해석 결과이며, 는 실험치이다. 
I은 미앤더선로 평행방향성분에 대한 ║ , II는 미앤
더선로 수직방향성분에 대한 ⊥이며, III은 두 정규
화된 서셉턴스의 차를 나타낸다. I, II의 측정치는 전자기
장 해석과 차이를 나타내지만, I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서셉턴스의차는전자기장해석과매우잘일치하고있다. 

그림 10. 제작된 원편파 편파기 사진
Fig. 10. Picture of the fabricated circular polarizer.



하이브리드 방법을 이용한 다층 미앤더선로 구조의 3:1 광대역 원편파 편파기 설계

737

6 8 10 12 14 16 18
-1.0

-0.5

0.0

0.5

1.0

III

Ijb
 / Y

o

freq. [GHz]

II

(a) 등가 서셉턴스
(a) Equivalent susceptance

6 8 10 12 14 16 18
-30

-25

-20

-15

-10

-5

0

DF
 [d

eg
.]

freq. [GHz]
(b) 위상차
(b) Differential phase

그림 11. 설계된 미앤더선로 특성 비교
Fig. 11. Comparison of the designed meanderline performan-

ce: - simulation,  measurement.

즉, 미앤더선로를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위상차는 전자기
장해석과 동일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미앤더선
로 설치 치구에 의한 전파의 회절현상, 미앤더선로 원편
파 편파기에 대한 제작오차, 입사파와 미앤더선로 간의
사잇각(45°) 정렬(align)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
림 11(b)는 단일 층의 미앤더선로에서 발생되는 위상차
특성을 보였다. 전자기장 해석결과와 측정치간 위상차는
최대 2.4°, 평균 1°의 오차 특성을 보였다.
제작된 광대역 원편파 편파기의 특성을 그림 12에 보

였다. 그림 12(a)는 반사손실로 설계주파수의 약 92 % 범
위에서—10 dB 이하특성을보이며, 그림 12(b)는원편파편
파기의삽입손실로수직입사파(V-pol.)의경우, 최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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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편파기 측정 특성
Fig. 12. Measurement results of the fabricated polarizer: - si-

mulation,  measurement.

dB, 평균—0.24 dB, 수평입사파(H-pol.)의경우, 최대—0.83 
dB, 평균 —0.1 dB 의 특성을 보였다. V-pol.의 경우, 높은
주파수대역에서, H-pol.의 경우, 낮은 주파수대역에서 높
은 삽입손실을 보였으며, 이는 V-pol. 조건에서 미앤더선
로는 그림 2(b)와 같이 캐패시터로 등가화되어 주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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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삽입손실이 증가되며, H-pol.은 V-pol.과 반대
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12(c)는 AR 특성으로
최대 3.8 dB, 평균 2.6 dB 특성을보였다. 해석치와실험치
간 차이는 입사파와 미앤더선로 간의 정렬에 의한 각도

차, TRM 보정 과정에 의한 측정 오차, 다층구조의 미앤
더선로 원편파 편파기의 유한한 크기로 인한 전파 회절, 
미앤더선로의 제작오차 등에 의한 것으로 예상되며, 미앤
더선로 편파기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송수신 빔을 집속
할 수 있는 렌즈 안테나등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보다
정확한원편파편파기특성을측정할수있으리라사료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앤더선로 단위 셀에 대하여 PEC, 
PMC 경계조건을 동시에 만족되는 미앤더선로의 배열 구
조와 HFSS와 같은 전자기장 해석을 통하여 미앤더선로
의 등가 서셉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등가전
송모델의 전송선 행렬과 결합한 하이브리드한 방법을 적

용하여 광대역 미앤더선로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제안 방법에 따라 6～18 GHz에서 동작하는 다층 구조

의 미앤더선로 광대역 원편파 편파기를 설계 및 제작하

였다. 측정결과, 3:1 대역에서최대 3.8 dB, 평균 2.6 dB 이
하의 축비를 가지며, 최대 —1.05 dB, 평균 —0.24 dB 의
삽입손실 특성과 동작 주파수의 약 92 % 대역에서 —10 
dB 이하 반사손실이 측정되었다. 정밀한 미앤더선로 제
작 및 미앤더선로와 입사파가 이루는 사잇각에 대한 정

렬에 의한 측정 오차와 렌즈 안테나 등의 사용에 의한 전

파회절영향을 줄인다면 측정치와의 오차를 줄일 것으로

보여지며, 제안된 설계방법은 광대역 원편파 편파기 설계
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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