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2015 Nov.; 26(11), 937∼950.

http://dx.doi.org/10.5515/KJKIEES.2015.26.11.937
ISSN 1226-3133 (Print)․ISSN 2288-226X (Online)

937

Ⅰ. 서  론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microstrip reflectarray) 
안테나는 평면형 반사판 안테나의 일종으로, 다수의 반사

소자의 배열로 이루어진다. 리플렉트어레이는 이 반사소
자를 통해 다양한 위상분포를 구현함으로써, 높은 지향성
을 가지거나, 용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사패턴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사판 안테나는 높은 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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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는 다수의 반사소자를 이용하여 방사패턴을 조절하는 안테나로서, 일반적으로 곡면형
반사판 안테나를 대체하기 위하여 연구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리플렉트어레이에 관한 간략한 설계 이론을 정리하고, 
고이득 및 광대역 리플렉트어레이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리플렉트어레이의 이득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플렉트
어레이에서 구현되는 반사위상의 오차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히 넓은 반사위상 범위 및 낮은 반사위
상 민감도를 얻어야 한다. 리플렉트어레이의 대역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사소자의 반사위상이 주파수에 대해 선형적
인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적층형 구조, 단층 다중공진 구조 등, 고이득 및 광대역 리플렉트어레
이를 위해 반사소자의 반사위상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안테나를 보다 소형화하기
위해 리플렉트어레이를 이중 반사판 형태로 구현하는 연구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Contoured 빔, 근거리 빔 집중, RCS 
감소 등 다양한 리플렉트어레이 적용 사례에 대해 정리한다. 

Abstract

Microstrip reflectarray is an antenna which controls its radiation pattern with a number of reflective elements. Conventionally, the 
reflectarray has been researched to replace curved reflector antennas. In this paper, design theories of reflectarray is briefly introduced, 
and research trends of high gain and broadband reflectarrays are reviewed. To improve the gain of the reflectarrays, it is required that 
the reflection phase errors on the reflectarray surface be minimized. For this purpose, sufficiently wide reflection phase range and low 
phase sensitivity should be realized with the designed element. For bandwidth improvement, the reflection phase of the element should 
be linear with the frequency variation. In this paper, various researches to improve the reflection phase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 
for high gain and broadband reflectarrays, such as multi-layer and single-layer multi-resonant structures, are reviewed. Also, dual-reflect-
array configuration for compact antenna design is reviewed. Finally, various applications of reflectarrays such as contoured beam, 
near-field focusing, and RCS reduction a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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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패턴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사용되는데, 높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기하광학에 기반하여 반사판의 표면을 포

물면 등의 곡면으로 설계하게 된다[1]. 하지만 곡면형 반
사판의 경우, 곡면 구조 제작에 따른 제작 비용 증가, 안
테나 전체의 부피 증가 등의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구조 중 하나가 마이크로

스트립 형태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다[2]. 
일반 평면형 반사판의 경우, 급전 안테나로부터 반사

판 상의 각 위치까지의 거리차에 의해 반사파의 패턴이

높은 지향성을 갖지 못한다.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
레이 안테나는 급전 안테나로부터 평면 리플렉트어레이

반사판 상의 각 지점까지에 대한 거리차를 반사소자의

반사위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상해준다. 이를 통해 반사
파가 리플렉트어레이 상의 모든 지점에서 동위상으로 반

사됨으로써 높은 지향성의 패턴을 얻을 수 있다.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는 파라볼릭 안테나와

같은 곡면형 반사판에 비해 제작이 용이하며, 부피를 감
소시킬 수 있고, 반사소자의 반사위상 조절을 통해 보다
다양한 방사패턴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

면, 효율 및 대역폭의 측면에서 일반 곡면형 반사판에 비
해 낮은 성능을 가진다. 효율의 상대적인 저하는 주로 마
이크로스트립 유전체 기판에서 발생하는 손실[3] 및 반사
소자에서의 반사위상 오차[4], 접지면에 의한 거울반사[5],[6] 
등에 의해 발생한다. 리플렉트어레이에서 대역폭의 제한
을 가져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반사소자 자체의 협대

역 특성이다[7]. 여기서 대역폭은 반사손실 대역폭이 아닌
이득 대역폭을 가리킨다. 반사소자의 반사위상 특성이 주
파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경우, 설계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에서는 원하는 반사위상 분포가 구현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이득 대역폭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

한 연구로써, 다양한 종류의 반사소자가 제안되었다. 가
장 기본적인 반사소자라 할 수 있는 사각패치 소자의 경

우, 구현 가능한 반사위상 범위가 360°에 못 미치며, 매우
좁은 대역폭 특성을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다[2]. 이를 극
복하기 위해 패치를 적층시킨 반사소자가 제안되었으나, 
기판을 적층함에 따라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고, 제작비용
또한 증가한다는 단점을 가진다[7],[8]. 이후 다양한 형상을

그림 1.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구조
Fig. 1. A configuration of a reflectarray antenna.

이용하여 단층 기판에서도 반사위상 특성을 개선시키는

반사소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9]～[26]. 
본 논문에서는 먼저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

에 관한 설계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앞서 언급한 문
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

레이에 관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도록 한다. 또한, 이외에
도 이중 반사판 구조를 적용하여 안테나의 높이를 감소

시키는 연구에 대해 소개하며, 마지막에는 리플렉트어레
이의 다양한 적용사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Ⅱ.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설계 이론

2-1 반사위상 분포

그림 1은 일반적인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의
개념도를 보여주며, 급전 안테나로부터 평면형 반사판에
위치한 각 반사소자까지의 거리가 모두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이득을 가지는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설
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거리차를 반사소자의 반사위상으

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급전 안테나의 위상중심으로부터
i번째 반사소자까지의 거리를 Ri라고 하고, (θb, φb) 방향
으로 주빔(main beam)을 형성하고자 할 때, i번째 반사소
자에서 요구되는 반사위상은 다음과 같다[2].

  

    cossinsin (1)
  

여기서 k0는설계주파수에서의자유공간 전파상수이며,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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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사각 패치 반사소자로 구현된 리플렉트어레이
Fig. 2. Reflectarray with square patch elements.

yi는 각각 반사판의 중심으로부터 i번째 소자까지의 x축
및 y축 방향으로의 거리다. 

2-2 반사소자의 반사위상 계산

리플렉트어레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식 (1)로부터 구
해지는 각 위치에서의 반사위상을 반사소자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리플렉트어레이는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반사소자로 이루어지는데, 각 반사소자는 각
각의 위치에서의 반사위상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크기를 갖게 된다. 그림 2는 길이 l을 가지는 정사각 패치
반사소자로 이루어진 리플렉트어레이의 일부분을 나타

낸 것으로, 반사소자가 p의 주기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
위치에서 필요한 반사위상을 구현하기 위해 패치의 크기

가 서로 다르게 설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특정 반사
소자의 반사위상을 계산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반사소자

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해석하
고자 하는 반사소자가 무한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하

는 것이다[2]. 리플렉트어레이의 대부분 표면에서는 요구
되는 반사위상값이 점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반사소자
의 크기도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다. 즉, 서로 인접한 반사
소자들일수록 서로 크기가 비슷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반사소자가 무한하게 배열되
어있다고가정한다면, 균일한주변환경으로인해해석의

그림 3. 반사소자의 반사위상 계산
Fig. 3. Calculation of an element reflection phase.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주변으로부터의 상호간섭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어느 정도의 근사화
를 용인하는 것이지만, 여러 문헌을 통해 충분히 효과적
인 방법임이 검증되었다[2]. 
무한배열을 가정하여 해석하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

는, 그림 3과 같이 해석하고자 하는 반사소자가 상/하 경
계면이 이상적인 전기도체, 좌/우 경계면이 이상적인 자
기도체로 이루어진 도파관에 놓여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다. 반사소자에 수직편파를 가지는 평면파를 입사시키면, 
이에 대한 산란계수로부터 반사계수(크기 및 위상)를 계
산할 수 있다. 
이러한 무한배열을 가정한 방법은 분명 효율적이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근사화를 용인하
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국부적으로 실제 환경과 동일한
반사소자에 둘러 쌓여있다고 가정하거나[27], 무한배열을
가정하는 영역을 확장시켜 해석함으로써[28] 반사위상 계
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2-3 반사소자의 특성에 따른 리플렉트어레이 성능

이상적으로 리플렉트어레이의 반사소자는 각 위치에

서 요구되는 반사위상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사소자에서 원하는 반사위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오차는 리플렉트어
레이의 방사특성을 저하시킨다[29]. 
리플렉트어레이에서 요구되는 반사위상의 범위는 반

사판의 크기와 급전 안테나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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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판 두께에 따른 반사위상의 변화
Fig. 4. Reflection phase variation depending on the subst-

rate thickness.
 
다. 반사판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급전 안테나와 반사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할수록 해당 주파수에서 필요한 반사

위상 범위는 증가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360° 이상의
반사위상 범위가 요구된다. 반사소자에서 구현 가능한 반
사위상의 범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데, 특히
기판의 두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4는 15 GHz에서 반파장의 주기로 배열된 정사각

패치 반사소자의 기판 두께(h)에 따른 반사위상 특성 변
화를 보여준다. 기판의 유전율은 2.2다. 패치의 길이(l)을
변화시킴에 따라 반사소자에서 통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

는 ‘S’자 형태로 반사위상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기판의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반사
위상의 범위가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즉, 더 넓은 반사위
상 범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판의 두께를 감소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반사위상이 l의 변화에 따라 더 급격

하게 변화하게 된다. 반사소자의 크기의 변화에 따른 반
사위상의 변화가 실제 공정상에서 구현가능한 제작정밀

도를 넘어설 경우, 역시 반사위상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5는 기판 두께 변화에 따른 반사위상 민감도(반사소
자의 단위길이 변화에 따른 반사위상 변화량, 단위: 
°/mm)를 나타내며, 기판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반사위상
민감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즉, 사각 패치와 같은 기
본적인 형태의 반사소자의 경우, 반사위상 범위와 민감도

그림 5. 기판 두께에 따른 반사위상 민감도의 변화
Fig. 5. Reflection phase sensitivity variation depending on the 

substrate thickness.
 
가 서로 trade-off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사
위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히 넓은 반사위상

범위를 만족하는 동시에 제작구현이 가능한 수준의 반사

위상 민감도를 가지는 반사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3장에서 자세
히 살펴볼 것이다. 
반사위상 범위 및 민감도는 단일 설계주파수에서 정의

되는 성능지표다. 즉, 충분한 반사위상 범위와 민감도를
만족하게 될 경우, 해당 주파수에서는 반사위상 오차를
억제함으로써 높은 개구효율을 얻을 수 있으나, 보다 넓
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리플렉트어레이를 설계하

기 위해서는 반사소자의 주파수에 따른 반사위상 특성

또한, 관찰해야 한다. 파라볼릭 안테나는 이상적으로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반사파의 동위상 평면을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 독립 안테나다. 실질적인 대역폭의 제한
은 급전 안테나의 대역폭 및 주파수에 따른 급전 안테나

의 패턴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반면, 일반적인 리플렉트
어레이 반사소자의 경우, 반사위상이 주파수에 따라 비선
형적으로 변함에 따라 중심주파수에서 멀어질수록 급전

안테나로부터 반사판까지의 서로 다른 거리에 의한 위상

차가 보상되지않아, 이득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이
득 대역폭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림 6은 기판의 두께에 따라 각각 13, 15, 17 GHz에서

관찰한 정사각 패치 반사소자의 반사위상 특성이다.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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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판 두께에 따른 반사위상의 주파수 특성 변화
Fig. 6. Reflection phase variation against frequency depend-

ing on the substrate thickness.

두께가 얇을 때(h=0.787 mm), 반사위상이 공진점(반사위
상 곡선의 기울기가 최대치인 지점)에서 주파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바뀌는 것을볼 수 있다. l이 5 mm에서 6.5 
mm로 증가할 때, 중심주파수인 15 GHz에서는 반사위상
이 120.2°에서 −132.1°로 변화한다. 따라서 252.3°의 반사
위상 범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13 GHz에서는 동일한
l의 변화에 대해 반사위상이 142.2°에서 61.9°까지 바뀌면
서 80.3°에 불과한 반사위상 범위가 얻어진다. 17 GHz의
경우, 187.0°의 반사위상 범위(17.8°에서 −169.2°까지)가
얻어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사소자를 이용할
경우, 원하는 위상값의 보상을 매우 좁은 주파수 대역에
서만 구현할 수 있다.
반면, 기판이 보다 두꺼울 때(h=3.175 mm), 반사위상

곡선이 선형적으로, 또한, 주파수 변화에 보다 덜 민감하
게 변하게 된다. 즉, 보다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위상값을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판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 최대 구현 가능한 반사위

상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히 넓은 반사위상 범위를 구현하면서도 반사위상의

주파수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이에대한내용은 4장에서보다자세히다룰것이다.

Ⅲ. 고이득 안테나를 위한 리플렉트어레이 연구

높은 이득을 가지는 리플렉트어레이를 설계하기 위해

그림 7. 두 개의 패치를 적층시킨 반사소자[8] 
Fig. 7. Two-layer stacked patch element[8].
 
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주파수에서 반사소자
가 충분히 넓은 (일반적으로 360° 이상의) 반사위상 범위
를 가지는 동시에, 구현 가능한 정밀도 내에서 제작이 가
능하도록 충분히 낮은 반사위상 민감도를 갖도록 설계함

으로써 원하는 반사위상값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고이득 리플렉트어레이 설계를 위

해 반사위상 특성을 개선하고자 제안된 다양한 반사소자

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3-1 적층형 반사소자

그림 7은 두 개의 패치를 적층하여 이루어진 반사소자
를 나타낸다. 그림 7과 같이 둘또는그 이상의패치를적
층할 경우, 그림 8에서 볼 수있는 것처럼다중공진 특성
을 통해 반사위상 범위를 360°보다 충분히 넓게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층패치의길이(a1, b1)와두
번째 층 패치의 길이(a2, b2)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반사
위상 곡선의 기울기 또한, 완만하게 설계할 수 있어 반사
위상 민감도를 낮출 수 있다. 적층형 반사소자는 패치 외
에 링 형상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30].

그림 8. 적층형 패치 반사소자의 반사위상[8] 
Fig. 8. Reflection phases of multi-layer stacked patch ele-

ment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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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LP 반사소자
    (a) RLP element 

 (b) 이중 링 반사소자
 (b) Double-ring element

그림 9. 단층 다중 공진 반사소자
Fig. 9. Single-layer multi-resonant element.

3-2 단층 다중 공진 반사소자

적층형 반사소자는 반사위상 범위와 민감도 및 대역폭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가지지만, 적층에 따른 부
피, 무게 증가 및 추가적인 제작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단
점을가지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단층기판 상에다
중 공진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반사위상 특성을 개선하고
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9는 이러한 단층 다중
공진 반사소자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9(a)는 패치에 사각
링을 추가하여 이중 공진 특성을 구현한 RLP(Ring-Load-
ed Patch) 반사소자이며[9], 그림 9(b)는 두 개의 링을 이용
해 역시 이중 공진 특성을 구현한 반사소자이다[10]. 적층
형 반사소자와 마찬가지로 각 공진 구조의 크기의 비를

조절함으로써 넓은 반사위상 범위뿐만 아니라, 낮은 반사
위상 민감도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단층 다중 공진 소자는 한 가지 종류의 반사소

자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반사위상 특성을
가지는 여러 종류의 반사소자를 조합함으로써 리플렉트

어레이의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12],[13]. 그림 10은 사각
패치(square patch: SP), 사각 링(square ring: SR), 그리고
RLP 반사소자를 조합하여 설계한 리플렉트어레이다[12]. 
SP 반사소자는 기판이 두꺼울 경우, 3가지 반사소자 종류
중에 가장 낮은 반사위상 민감도를 갖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현 가능한 반사위상 범위가 360°에 미치지
못한다. RLP 반사소자와같은경우, 충분한반사위상범위 
구현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SP에 비해 높은 반사위상
민감도를 가지며, SR 반사소자는 두 종류의 중간 특성을

그림 10. 3종의 반사소자를 조합한 리플렉트어레이[12]

Fig. 10. Reflectarray with the combination of three element 
types[12].

 

그림 11. 3종의 반사소자가 가지는 반사위상 특성[12]

Fig. 11. Reflection phas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element 
types[12].

  

갖는다. 따라서 그림 11과 같이 가장 민감도 특성이 우수
한 SP 반사소자를 중심으로 설계하되, SP 반사소자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반사위상이 요구되는 위치에서는 순차

적으로 SR, RLP 반사소자를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리
플렉트어레이의 반사위상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그림 12와 같이 SR 반사소자만을 이용하여
반사위상 범위를 360°에 근사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반사
위상 민감도를 줄임으로써 반사위상 오차를 감소시키는

설계 기법 역시 제안된 바 있으며[15], 이 경우 전기적으로
얇은 유전체 기판을 사용해야 함에 따른 대역폭의 희생

이 따르지만, 낮은 제작비용으로 파라볼릭 안테나에 근접
하는 높은 개구효율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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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R 반사소자만을 이용하여 설계된 고이득 리플
렉트어레이[15]

Fig. 12. High gain reflectarray composed of SR element[15].

Ⅳ. 광대역 안테나를 위한 리플렉트어레이 연구

리플렉트어레이의 이득 대역폭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사소자의 협대역 반사위상 특성에 의해 제한된
다. 일반적인 리플렉트어레이 반사소자의 경우, 반사위상
이 주파수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함에 따라 중심주파수

에서 멀어질수록 급전 안테나로부터 반사판까지의 서로

다른 거리에 의한 위상차가 보상되지 않아 이득이 감소

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이득 대역폭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파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하는

반사위상 특성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인 사각 패치 소자의
경우, 반사소자의 배열간격을 감소시킴으로써 주파수 특
성을 개선할 수 있다[16]～[18]. 통상적으로 리플렉트어레이
를 설계할 때 반사소자의 배열간격은 설계주파수의 반파

장으로 정하지만[2], 배열간격을 파장의 1/3, 1/4 등으로 감
소시킴으로써 리플렉트어레이의 이득 대역폭을 확장시

킬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작 정밀도를 고려할 때, 
배열간격이 줄어들게 될수록 고정된 배열간격 안에서 가

변할 수 있는 패치의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구현 가능
한 반사위상 범위가 제한되고, 결국 이득이 감소하게 된
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배열간격을 감소시키
는 동시에 적층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대역폭과 이득 특

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8].
리플렉트어레이의 대역폭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반사

(a) 5중 다이폴 반사소자[19]

(a) 5-dipole element[19]
(b) 2중 십자 반사소자[20]

(b) Double-cross element[20]

(c) 십자 및 사각 링 결합 반
사소자[25]

(c) Element with combination of 
cross and rectangle rings[25]

(d) 2중 십자 링 반사소자[26]

(d) Double cross ring element[26]

그림 13. 다양한 광대역 반사소자
Fig. 13. Various broadband element.

 
소자의 배열간격을 줄이는 대신, 단층 기판 상에 다중공
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반사소자를 구현함으로써 반사위상

의 주파수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가 또한, 다양하게 진행
되었다[19]～[26]. 그림 13은 이러한 반사소자들의 다양한 예
를 보여준다. 그림 13(a)는 5중 다이폴 형태를 가지는 다
중공진 반사소자로서[19], 이 반사소자는 좌우대칭 구조를
가짐에 따라 3중 공진을 가지며, 다이폴 간 길이의 비를
이용해 각 공진주파수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림 14와 같은 광대역에 적합한 반사위상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5중 다이폴 반사소자를 이용하여 Ku 대
역에서 33.52 %의 1-dB 이득 대역폭을 얻었다[19]. 그림
13(b)의 이중 십자 반사소자의 경우, W 대역에서 15.9 %
의 1-dB 이득 대역폭을[20], 그림 13(c) 및 (d)의 반사소자의
경우 각각 X대역에서 24 %[25], 30 %[26]의 1-dB 이득 대역
폭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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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5중 다이폴 반사소자의 주파수에 따른 반사위

상 특성[19] 
Fig. 14. Reflection phase characteristics of the 5-dipole ele-

ment at various frequencies[19].

Ⅴ. 소형화를 위한 리플렉트어레이 연구

파라볼릭 안테나와 같은 단일 반사판 안테나의 단점

중 하나는 급전 안테나가 반사판의 앞쪽에 위치하게 됨

에 따라 안테나의 전체 길이가 반사판으로부터 급전 안

테나의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길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안테나의 물리적인 크기 증가뿐만 아니라, 
반사판 뒤쪽에 위치하는 전원부로부터 급전 안테나까지

긴 전송선로가 요구됨에 따라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키

게된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기존반사판앞에 보다작
은 부반사판을 추가로 사용하여 급전 안테나를 기존 반

사판(주반사판)과 동일한 지점에 놓을 수 있는 카세그레
인, 그레고리안 이중 반사판 안테나가 제안되었다[1]. 
최근에는 그림 15와 같이, 리플렉트어레이 또한 이중

반사판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크기 증가 및

전송선로에서의 손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중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가 제안되었다[31]. 단일 리플렉
트어레이 안테나가 물리적 평면 반사판 상에 전기적인

포물면을 구현하기 위하여 반사소자의 위상을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역시 평면
부반사판이 전기적인 쌍곡면(카세그레인), 또는 타원면
(그레고리안)을 구현하도록 반사위상을 조절함으로써 설
계할 수 있다. 카세그레인 이중 리플렉트어레이의 부반사
판의 경우, 점 S에 위치한 반사소자에서 구현되어야 할

그림 15. 카세그레인 이중 리플렉트어레이[31]

Fig. 15.  Cassegrain dual-reflectarray[31].
 

그림 16. 제작된 카세그레인 이중 리플렉트어레이[31]

Fig. 16. A fabricated Cassegrain dual-reflectarray[31].
 
반사위상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2)

  
주반사판의 경우, 단일 리플렉트어레이와 마찬가지로

점 M에 위치한 반사소자에서 구현되어야 할 반사위상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3)

  
그림 16은 W-대역에서 제작된 주반사판의 직경 Dm= 

22.8λ0, 부반사판 직경 Ds=4.9λ0인 카세그레인 이중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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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카세그레인 이중 리플렉트어레이와 카세그레인

곡면형 반사판과의 방사특성 비교[31]

Fig. 17. Radiation patterns of a Cassegrain dual-reflectarray 
and a Cassegrain curved reflector[31].

 
플렉트어레이를 보여준다. 그림 17은 동일한 반사판 크기
및 높이(반사판 간의 거리)를 가지는 카세그레인 곡면형
반사판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비교한 것이다. 곡면형 안테
나의 경우, 주반사판과 부반사판의 거리가 Lc=11.8λ0인

반면, 평면 리플렉트어레이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거리를
L=9.5λ0로 감소시켰다. 리플렉트어레이의 이득은 32.6 
dBi로, 곡면형 반사판에 비해 0.4 dB 낮은 이득을 얻었다. 

Ⅵ. 리플렉트어레이 응용 사례

지금까지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
서는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리플렉트어레이의 가장 전통적인 적용
분야는 고이득 방사패턴이 요구되는 시스템의 파라볼릭

반사판 안테나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급전 안테나
로부터 평면형 반사판까지의 거리차를 반사위상으로 보

상함으로써 좁은 빔폭을 가지는 단일 빔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리플렉트어레이는 표면의 반사위상 분
포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빔 패턴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고이득 안테나 이외의 다른 리플렉트어레이

적용분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6-1 위성방송 및 통신용 Contoured 빔 안테나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a) 빔 성형 반사판 안테나
(a) Beam shaped reflector 

antenna

(b) 빔 성형 마이크로스트립 리
플렉트어레이 안테나

(b) Beam shaped microstrip re-
flectarray antenna

그림 18. Contoured 빔을 위한 빔 성형 안테나[34]

Fig. 18. Beam shaped antenna for contoured beam[34].
 

분야 중 하나는 위성방송 또는 위성통신용 Contoured 빔
안테나다[32]～[36]. 각 방송 및 통신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지역에만 효율적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고도로 성

형된 Contoured 빔 패턴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
로는 곡면형 반사판의 표면을 성형하여 원하는 빔 패턴

을 구현하지만, 이 경우 반사판 몰드(mold)의 긴 제작기
간 및 높은 제작비용 등의 단점을 가진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몰드는 이미 정해진 빔 영역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재활용될 수 없다. 반면, 리플렉트
어레이를 이용해 빔 성형을 할 경우, 간단한 PCB 공정으
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빔성형은 Phase only synthesis[32],[33] 또는 Direct op-
timization[34]～[36] 등의 기법을 이용해 이루어지며, 그림 18, 
19는 각각 Direct optimization을 통해 구현된 리플렉트어
레이 및 빔 패턴을 나타낸다.  

6-2 RFID 리더기용 안테나

일반적으로 안테나는 원거리 영역으로 전자기파를 보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근거리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0과 같이 컨
베이어 벨트를 타고 움직이는 RFID 태그가 장착된 물건
을 근거리 영역에서 빔을 집중시키는 리더기 안테나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37]. 리플렉트어레이를 두 개의 초점
이 존재하는 타원 형태의 반사위상 분포를 갖도록 설계

하면, 이와 같이 근거리에서 빔을 집중시킬 수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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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일 편파
(a) Co-polarization

(b) 교차 편파
(b) Cross-polarization

그림 19. 빔 성형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의 위

성방송용 Contoured 빔 패턴[34]

Fig. 19. Contoured beam pattern for the satellite broadcas-
ting using beam shaped microstrip reflectarray[34].

 

21과 같이 즉, 하나의 초점에는 급전 안테나를 위치하고, 
나머지 초점이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의 위치에 존재하도

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리 빔 집중 안테나는 위
상배열 안테나를 통해 구현할 수도 있지만[38], 리플렉트어
레이를 이용하면 보다 복잡한 급전 구조 없이 간단한 구

조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20. 근거리에서 빔을 집중시키는 안테나를 이용한

RFID 리더 시스템[37]

Fig. 20. RFID reader system using a near-field focused an-
tenna[37].

 

그림 21. 두 개의 초점을 가지는 타원 형태의 반사위상

분포를 가지는 리플렉트어레이[37]

Fig. 21. Reflectarray with ellipsoidal reflection phase distri-
bution for the realization of two foci[37].

6-3 RCS 감소를 위한 반사체

RCS를 감소시키는 기술은 주로 군용 스텔스 기술의
일환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투기나 전투함 등의 플랫
폼이 레이더에 의해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구조체의 RCS를 감소시켜야 한다. RCS 감소를 위해 전
통적으로는 전자기파 흡수 물질을 사용하거나, 구조 자체
의 표면 형상을 변형하는 식의 기술이 많이 사용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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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반사판 구조
                (a) Reflector structure

                 (b) 반사 패턴
                 (b) Reflection pattern 

그림 22. 인공 자기도체와 일반 전기도체를 조합한 RCS 감
소 기술[42]

Fig. 22. RCS reduction technique using AMC and normal 
electric conductor[42].

다. 하지만 흡수 물질의 경우, 고가의 유지비, 무거운 중
량 등의 단점을 가지며[39], 표면의 형상화를 통한 RCS 감
소 기술은 공기역학적 설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

을 가진다[40],[41].
따라서 단순한 PCB 에칭 기술을 통해 제작이 가능하

고, 유지비용이 적으며, 돌출된 형상 없이 구조체의 면을
따라 평면 또는 곡면으로 구현이 가능한 마이크로스트립

구조를 적용하여 RCS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술이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그림 22(a)는 반사면의 일부를 인공 자
기도체로, 나머지는 일반 전기도체로 구현함으로써 수직
입사파에 대하여 각 부분에서의 반사파가 서로 상쇄 간

섭을 일으켜 RCS를 감소시키는 구조를 보여준다[42]. 인공
자기도체 부분은 0°, 전기도체 부분은 180°의 반사위상을
가짐에 따라 그림 22(b)와 같이 수직 입사파에 대하여 반
사되는 에너지가 ±45° 방향으로 반사됨에 따라 정면에서
의 RCS는 감소하게 된다. 

  (a) 단일 빔
  (a) Single beam  

  (b) 이중 빔
  (b) Dual-beam

  (c) 다중 빔
  (c) Multi-beam

                  (d) RCS 패턴
                  (d) RCS pattern 

그림 23. 리플렉트어레이를 이용한 곡면 구조의 RCS 감
소 기술[43]

Fig. 23. RCS reduction technique for curved structures using 
reflectarray[43].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경우, 반사각의 조절이 어렵다
는 단점을 가지므로, 보다 높은 반사 자유도를 가지는 리
플렉트어레이를 적용한 RCS 감소 기술이 평면형 구조[42] 
및 곡면형 구조에 대해 연구되었다[43],[44]. 그림 23(a)는 곡
면형 구조의 RCS 감소를 위해 선형적인 위상 분포를 가
지는 리플렉트어레이를 이용하여 반사파를 스넬의 반사

법칙에 의한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보내는 기술로

써, 반사소자의 반사위상을 조절함으로써 반사파의 방향
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특정한 한 방향으
로 높은 RCS가 존재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개념을보다 발전시켜서 그림 23(b) 및 (c)와같이 반
사파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방향으로 나누어 보내도록
반사위상을 조절하여 반사파가 집중되는 방향에서도

RCS를 낮추어 전체적인 탐지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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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

이에관한 연구 및적용기술 동향에 대해살펴보았다. 곡
면형 반사판 안테나가 가지는 단점인 큰 부피 및 높은 제

작비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마이크로스트립 리플

렉트어레이의 성능은 리플렉트어레이를 구성하는 반사

소자에 의해 좌우되므로, 우수한 반사위상 특성을 가지는
반사소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층형 반사소자, 단층 다중 공진 반사소
자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반사소자에 관한 연구 외에
도 소형화를 위하여 이중 리플렉트어레이를 구현하는 연

구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전통적인 리플렉트
어레이의 적용분야라 할 수 있는 고이득 안테나 외에도, 
리플렉트어레이를 활용한 위성방송 및 통신용 Contoured 
빔 안테나, 근거리 인식을 위한 RFID 리더용 안테나, 반
사판의 위상을 조절하여 평면 및 곡면형 구조의 RCS 감
소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는 간단한 PCB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얇은 두께에 저렴한 제작비용으로 구현

이 가능하며, 각 반사소자의 위상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빔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는 만큼, 방송과
통신및 군용시스템등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향
후에도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추세에 따라 리플렉트어레

이에대한연구가역시활발하게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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