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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투과 효율과 소형 빔 스팟 면적을 갖는 근접장

마이크로웨이브 도파관 탐침의 설계

Design of the Near Field Microwave Guide Type of Probe Having 
Enhanced High Transmission Efficiency and Smaller Beam Spot Area

고 지 환․조 영 기*

Ji-Hwan Ko․Young-Ki Cho*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높은 투과 효율은 유지하면서 스팟 면적을 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가느다란 두 개의 짧은

도체 봉이 리지(H-형태) 개구의 중심에 부착된 근접장 마이크로웨이브 주사 탐침 구조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두 개의
짧은 도체 봉은 H-형태 개구를 통과하는 투과 전자파 에너지를 집속하게 하여, 고 해상도를 위해 스팟 면적을 극히 작게
줄어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안된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실험 결과에 따라 근접장 도파관 탐침
을 제작하고, 반사손실을 측정하여 계산결과와 비교적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we propose a near field microwave scanning probe structure in which two short conducting rods are attached to the 
center of the ridged(H-type) aperture, thereby reducing significantly the beam spot area while maintaining the high transmission effi-
ciency through the output coupling H-type(ridged) aperture. Here the two short parallel conducting rods seem to play an important role 
of concentrating the transmitted electromagnetic energy through the H-type aperture and so reducing the beam area for high resolution. 
For validation of the proposed theory, the near field waveguide probe is fabricated according to the simulated results and its return 
loss characteristics versus frequencies are measured. The comparison between theory and experiment is seen to be in good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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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는 근접장 마이크로파 현미경(near-field micro-
wave microscopy)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비접
촉, 비파괴적으로 물체의 이미지와 물성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1]～[5]. 이런 현미경의 동작

원리는 RF 신호 발생기에서 생성된 마이크로파 에너지
가 도파관 탐침(waveguide probe)을 통해 피측정 물체에
방사되고, 피측정 물체에 의해 반사된 파는 다시 원래의
도파관 탐침을 통해 탐지기에 감지되고, 이 감지 신호를
해석하여 물체의 이미지와 물성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마이크로파 현미경의 이미지 해상도에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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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은 도파관 탐침이며, 높은 해상도
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도파관 탐침의 개구를 매우

작게 만들어서 근접 피측정 물체에 조사되는 전자파의

스팟 면적(spot area)을 줄일 수 있어야만 하고, 동시에 도
파관 탐침의 개구를 통한 투과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만들

어야만 한다[1]～[5].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도파관 탐침의 개구

형태는 폭이 좁은 직사각형으로 길이가 대략 반파장으로

하여 공진을 일으켜서 입사파를 전부 투과하게 할 수 있

지만, 스팟 면적은 개구의 폭 방향은 작지만 길이 방향으
로는 다소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고
문헌 [6]～[8]에서는 리지가 있는 원형 또는 사각형의 소
형 개구를 제시하여 입사파를 전부 투과하면서 스팟 면

적을 더욱 줄일 수 있어 이미지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리지가 있는 소형 개구의 스팟 면

적을 보다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리지에 가느다란 두

개의 도체 봉이 평행하게 부착된 도파관 탐침의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리지에 도체 봉을 부착하면 높
은 투과 효율을 유지하면서 개구에서 발생된 전자파의

에너지를 집속하는 역할로 인해 스팟 면적은 획기적으로

작게구현할수 있다. 이를확인하기위해 가는 도체봉이
부착된 H-형태개구인 도파관 탐침을설계하였고, 반사손
실을 계산하여 소형 개구에서 입사파가 전부 투과하는

공진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근접 거리에서 전계 분포를
계산/도시하여 스팟 면적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도파관 탐침을 제작 및
측정하여 반사 손실을 비교 검토하였다.

Ⅱ. 도파관 탐침 구조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도파관 탐침은 그림 1(a)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리지가 있는 H-형태의 개구에 가
는도체 봉두개가 평행하게 부착되어 있다. 여기서도파
관의 폭은 , 높이는 이고, H-형태 개구의 중앙부 갭
(gap)의 폭은  , 리지 중앙부의 폭은 이며, 직사각형인
가는 도체 봉의 크기는 밑면이  × , 길이는 이다. 
그림 1에서 단지 파장보다 작은 소형 사각형 개구

       

 (a) 입체도 (b) 상면도
 (a) Pictorial drawing            (b) Top view

(c) 측면도 (d) H-형태 개구
(c) Side view              (d) H-type aperture

그림 1. 근접장 도파관 탐침 구조

Fig. 1. Near-field waveguide probe structure.

( × )만 있고 리지가 없다면 투과 효율이 매우 낮아
투과되는 파는 매우 작지만, 리지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용량성 성분이 추가되어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되어 도파관에 입사된 파는 개구를 통해 전부 투과

하게 된다. 단지 H-형태 개구만 있는 도파관 탐침에 대해
근접한 거리에서 전계 분포를 그려보면 스팟 면적을 알

수 있는데, 참고문헌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폭이 좁은
직사각형인 개구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리지에 가는
다란 두 개의 평행한 도체 봉을 부착하면 두 개의 봉 사

이로 전자파가 도파되면서 전자파가 집속하게 되어 도체

봉 끝에서 근접거리의 스팟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리지에 부착된 도체 봉은 용량성 성분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진주파수를 낮추게 하는 역

할도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그림 1과같이도파관 탐침을 설계

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도파관은 WR-90(폭:  mm , 
높이:  mm )을 사용하고, 종단에 두깨가 매우 얇은
도체판(   mm )에 H-형태 개구를 만들어 부착하
였다. 여기서 개구는 H-형태이며      mm인 정
사각형에 간격    mm , 폭    mm인 리지가
있다. 먼저리지에 부착된 두개의작사각형도체 봉은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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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체 봉의 길이에 따른 도파관 탐침의 반사 손실
계산

Fig. 2. Calculated return loss of the waveguide probe ver-
sus the length of the conducting rods.

 
면 그대로  mm× mm로 두고 길이를   

  mm로 변화하면서 전자파 해석 S/W Tool인 HFSS
를 이용하여 반사손실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를 그림 2
에 나타내었는데, 도체 봉이 없는 경우 즉 단지 H-형태
개구만 있는 구조(   mm )에서는 11.98 GHz대에서
투과 공진이 발생되고, 이 주파수에서 입사파가 전부 투
과됨을알 수있다. 역시리지에도체 봉이부착된구조에
도 공진이 발생하였고, 봉의 길이가 0.5 mm씩 점차 증가
될 때 공진 주파수는 10.8 GHz, 10.04 GHz, 9.34 GHz, 8.69 
GHz로 낮아지는 모습을볼 수 있다. 이는도체봉의길이
가 커지면서 도체 봉간의 용량성 성분이 증가함으로써

공진주파수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은 앞서 그림 2의설계된도파관탐침에서도체 봉

의 길이는    mm로 고정하고, 봉의 밑면의 단면적
( × )의 크기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을 계산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mm인 경우는 도
체 봉이 없는 단지 H-형태 개구만 있는 도파관 탐침 구조
로 공진 주파수는 11.98 GHz로 계산되었으며, 도체 봉의
굵기를 의미하는 밑면이  mm× mm , 
mm× mm ,  mm× mm ,  mm× mm
일 때 공진주파수를 보면 각각 10 GHz, 9.45 GHz, 9.05 
GHz, 8.69 GHz로 도체 봉의 밑면의 면적이 클수록 점차

그림 3. 도체 봉의 밑면에 따른 도파관 탐침의 반사 손

실 계산

Fig. 3. Calculated return loss of the waveguide probe ver-
sus the base of the conducting rods.

적으로 공진주파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림 2와 3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도체 봉의 크기
를 조절하여 원하는 주파수에서 공진을 발생시킬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림 1의 도파관 탐침 구조에서 이미지의 해상도를 결

정하는 스팟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개구의 근접 거리에

서 전계 세기 분포를 계산하여 그려 보았다. 그림 4를 보
면 도파관 탐침의 도체 봉의 끝에서 거리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계 세기 분포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4(a)는 도체 봉이 없는 단지 H-형태 개구인 탐침 구조이
고, 그림 4(b)와 4(c)는 도체 봉이 부착된 탐침 구조이다.  
여기서 전계 세기 계산에 사용된 입사파의 주파수는 앞

서 그림 3에서 보여준 공진주파수이고, 입사파의 전력은
W로 두었다.  
그림 4의 전계 세기 분포를 보면 개구 끝에서 떨어진

거리   mm ,  mm일때전계의 세기를색깔로
표시하였다. 전계 세기 분포를 보면 그림 4(a)의 단지 H-
형태 개구인 경우는 폭이 좁고 긴 사각형의 형태인 리지

부분에서 높은전계가 관찰되었고, 이와 달리그림 4(b)와
그림(c)는 도체 봉의 끝부분인 슬릿에서만 높은 전계가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전계 분포로부터 탐침에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스팟 면적은 방사 개구 면적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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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    mm

(b)      mm    mm

(c)      mm    mm    

그림 4. 방사 개구로부터 근접 거리에서의 전계 세기분포
Fig. 4.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along the distance 

away from the radiating aperture.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4(a)의 스팟 면적은 약 
mm이고그림 4(b)와그림 4(c)의스팟면적은각각 
mm ,  mm  정도이다. 그림 4(b)의 스팟 면적은 단
지 H-형태 개구인 그림 4(a)에 비해 1/6배 즉 17 %로획기
적으로 작아지며, 그림 4(c)에 비해 1/2배로써 도체 봉의
굵기가 작을수록 스팟 면적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계 세기 분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근접 거리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축 방향과 축

방향에따른 전계 세기 분포의 단면도를 그림 5에 나타내

(a)      mm    mm

(b)      mm    mm

(c)      mm    mm
그림 5. 그림 4 전계 세기 분포의 단면도
Fig. 5. Profile of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of 

Fig. 4.

었다. 그림에서 보면 도체 봉이 없는 단지 H-형태 개구인
경우 축 방향은 폭이 큰 펄스 형태이고, 축 방향은 폭
이좁은 펄스형태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와 달리도
체 봉이 부착된 탐침인 경우는 방향과 방향 모두 폭이

좁은 펄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대 전계 세기를 보
면 그림 5(b)는 그림 5(a)에 비해 약 2배 크며, 그림 5(c)에
비해 1.2배 크다. 즉, 도체 봉의 굵기가 작을수록 최대 전
계 세기는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4와 그림 5의 전계분포로부터 알 수있는

것은 H-형태 개구에서 발생된 전자파가 도체 봉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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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져서 방사되는 즉, 전자파 에너지가 도체 봉으로 집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H-형태 개구에 도체
봉이 부착된 도파관 탐침을 사용하면 스팟 크기는 획기

적으로 작아지면서 전계 세기는 한층 증가되어 근접장

현미경의 해상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도파관 탐침 제작 및 측정

앞 절에서 언급한 H-형태 개구에두 개의도체 봉이 평
행하게 부착된 도파관 탐침 구조에 대한 성능 계산 결과

의 타당성을 확인하기위하여 그림 1과 같은 도파관 탐침
을 제작하고, 반사손실을 측정하여 계산 결과와 비교 검
토하고자 한다. 제작된 도파관 탐침의 모습은 그림 6의
사진과 같으며, 왼쪽부터 Adapter, 길이가 10 cm인 도파
관, 도체 봉이 부착된 H-형태 개구 도체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품의 연결을 위한 도파관의 플랜지(flan-
ge)는 FBP100로 볼트 너트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그림
1의 H-형태 개구의 설계 파라미터는    mm인
정사각형 개구에 간격   mm , 폭   mm인
리지가 있으며, 도체 봉은 가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다
소 굵게 밑면이  ×  mm× mm이고, 길이는
   mm로 선택하였다.
제작된 도파관 탐침에 대해 VNA(Vector Network Ana-

lyzer)로 반사손실을 측정하였고, 측정결과는 HFSS로 시
뮬레이션한 결과와 함께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이들 두
가지의 반사손실을 비교하여 보면 공진주파수는 약 25 
MHz 정도 편이되어 있지만, 가공 오차 등을 고려하면 양
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정 결과로 보아 앞 절
에서 제시된 반사손실, 전계 세기 분포의 계산 결과가 비

그림 6. 제작된 도파관 탐침 사진
Fig. 6. Photo of the implemented waveguide probe.

그림 7. 그림 6의 도파관 탐침의 반사손실 측정
Fig. 7. Measured return loss of the waveguide probe of Fig. 

6.

교적 정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Ⅳ. 결  론

근접장 마이크로파 현미경에 사용되는 기존의 도파관

탐침 구조에 대하여 이미지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높은 투과 효율은 유지하면서 스팟 면적을 보다 획기적

으로 줄이는 가느다란 도체 봉이 부착된 H-형태 개구 구
조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도체 봉을 부착함으로써 개구에
서 발생된 전자파가 도체 봉으로 도파되면서 에너지가

집속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도파관 탐침의 스팟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전계 세기는 높아져서 이미지의 해

상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한 도체 봉이 부착된 H-형태 개구의 도파관 탐침

을 설계하였고, 도체 봉 크기에 따른 개구 근처에서의 전
자파 분포를 해석하였다. 도체 봉의 밑면의 면적 또는 길
이가 클수록 공진주파수는 점차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

었고, 근접 거리에서 전계 분포를 도시하여 스팟은 개구
크기와 거의 비슷하도록 획기적으로 작게 구현된 스팟

면적과 크게 증대된 전계 세기를 확인하였다. 이런 도파
관 탐침에 대해 제작하였고, 반사손실을 측정하여 계산
결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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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를 도파관 탐침 설계에 적용하면 근

접장 마이크로파 현미경의 해상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며, 또한, 소형 개구를통한 전자파 투과 문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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