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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미터파 대역의 초고이득 축이동 금속배열안테나

Ultra High-Gain Displaced-Axis Metal Reflectarray Antenna 
for Millimeter-Wave Region

이민우․양종원․이우상․장  원․소준호

Minwoo Yi․Jongwon Yang․Woosang Lee․Won Jang․Joonho So

요  약

밀리미터파 대역인 W-대역에서 초고이득 반사배열안테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중 반사판형태 중 주 반사판으로 향하
는 전파가 급전부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여 안테나의 효율 및 이득 특성을 크게 개선한 축이동 그레고리안 안테나를

금속 반사배열안테나 형태로 구현하였다. 금속 반사배열안테나의 경우, 유전체를 이용한 반사배열의 안테나와 달리 기
판에 의한 손실이 없으며, 금속가공만으로 제작될 수 있는 제작의 편의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각형 금속 개구
의 배열을 이용하여 50 dBi 이상의 초고이득 축이동 금속 반사배열안테나를 설계하고, 일반적인 기계 가공을 이용하여
안테나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안테나는 밀리미터파 컴팩트 레인지 안테나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Abstract

We design a displaced-axis Gregorian dual antenna in the form of a metal reflectarray antenna for millimeter wave region, W-band. 
Unlike a reflectarray composed of printed patch antennas on a dielectric substrate, metallic rectangular waveguide unit-cells are proposed 
to avoid the loss of substrate and take an advantage of ease of typical metal machining fabrication. In this paper, the radiation characte-
ristics of constructed metal reflectarray antennas show ultra high-gain antenna over 50 dBi at a target frequency in W-band. The expe-
rimental measurements are conducted in millimeter-wave compact range antenna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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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밀리미터파는 자유 공간에서 주파수가 30 GHz 이상
300 GHz 이하의 범위로, 밀리미터(mm) 단위의 파장을 갖
는 전자기파를 의미한다. 밀리미터파 대역의 기술은 광대
역 또는 기가비트 무선통신, 비파괴 영상 및 고해상도 의
료영상, 위성데이터 링크, 원격 탐사 등의분야에서의 활
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다양한 활용분야의 요구로 현재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여러 종류의 안테나 연구들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밀리미터파 대역의 안테나는 상대적으
로 짧은 파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안테나 면적 대비 고

이득을 구현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
러 파장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경우, 급전 손실로 인해 안테나의 효율이 감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파와 같은 초고주파
대역에서는 주로 카세그레인 형태와 같은 반사판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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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곡면 반사판을 이용하는 안테나
의 경우 구조체가 커지며, 빔 조향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사
배열안테나가 새로운 형태의 안테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반사배열안테나는 이동 및 제작의 편의성과 경량화의 장

점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1].
반사배열안테나는 일반적으로 급전부와 반사판으로

구성된다. 반사판은 급전부를 통해 입사되는 전자기파의
위상을 조절할 수 있는 단위 구조체들의 배열로 이루어

진다. 일반적인 반사배열안테나의 경우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가 반사판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며, 마이크로스트
립 안테나는 프린팅을 이용하면 전체 반사판의 형태가

매우 얇아지고 가벼워진다. 또한, 기술적으로 잘 발달된
유전체 기판과 에칭 공정의 결과를 이용하면 대형 반사

배열안테나를 제작하더라도 무게는 가벼우며, 제작 단가
도 높지 않다. 하지만 단층구조로 설계된 반사배열 안테
나의경우 3～5 % 정도의 좁은 대역폭을갖게 된다. 협대
역을 극복하기 위한 다층구조의 반사판의 경우, 협대역
특성을 극복할 수 있지만 설계가 복잡해지며, 제작 단가
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층구조에서 협대역 특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자가 개발되고 있다. 현재 개발된 단
층구조의 소자에는 사각형 루프 또는 스파이럴의 구조의

길이가 변화된 소자, 파장이항 크기의 인공 임피던스 구
조의 소자를 이용하거나, 다른 공진 구조의 소자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다[2]～[7]. 하지만, 다층구조의
반사배열안테나를 포함하여도 6 GHz 이상의 초고주파
대역이 되면 마이크로스트립 패치와 유전체의 열화로 인

해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를 이용한 반사배열안테나의

개구 효율은 낮아지며, 산란 등의 다양한 손실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개구 효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듯, 초고주파 대역에서 필연적인 유전체 기판의

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전체 기판 없이 금속만으로

이루어진 반사배열안테나가 제안되었으며, 금속만으로
구현된 반사배열안테나를 구현할 경우, 반사배열 안테나
의장점을 유지한 채, 유전체에의한손실을보상할 수있
기 때문에 개구 효율을 높일 수 있다[8]～[11].
금속 반사배열안테나는 마이크로스트립 반사배열안테

나와 유사하게 혼 안테나와 같은 급전부를 통해 공간 급

전 방식으로 반사판에 전파된 후 금속으로 이루어진 반

사판에 재복사된다. 반사되는 전자파의 위상은 반사배열
안테나를 이루는 각 금속 구조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

게 조절할 수있다. 각 구조체의 위상조절을이용하여, 금
속 기반의 반사배열안테나는 초고주파 대역에서 50 % 이
상의 개구 효율을 가지며, 배열 요소의 공진 특성을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대역폭도 보통 10 % 이상이 된다. 또
한, 평면이 아닌 기하학적 구조의 금속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12],[13].

Ⅱ. 축이동 반사배열 안테나

2-1 축이동 그레고리안 이중 반사판 안테나

전파천문학, 위성통신, 초고주파통신, 데이터링크 등의
분야가 발전하면서 반사판 안테나의 이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전하였다. 초창기 반사판 안테나는 파
라볼라, 카세그레인, 그레고리안 안테나와 같이 반사판
시스템의 중심에 급전부가 위치하는 형상으로 급전부, 부
반사판의 차폐에 의한 효율 및 이득 감소와 반사판에서

산란되어 되돌아오는 전파에 의한 전파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급전부로 전파가
되돌아오지 않도록 두 개의 반사판 초점을 광축에서 벗

어나도록 설계한 축이동 안테나가 개발되었다[14].
축이동 그레고리안 안테나는 포물선 형태의 주 반사판

의 초점을 이동 그리고, 타원형 구조를 갖는 부 반사판의
초점을 주 반사판 기준으로 회전시켜 주 반사판으로 향

하는 전파가 급전부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여 안테나의

효율및 이득그리고, 정재파특성을크게 개선한 이중반
사판형 안테나이다. 또한,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
반사판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으며, 급전부와 부 반사판
간 거리를 감소시켜 부피와 체적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

는 장점을 가진다.
축이동 그레고리안 안테나는 그림 1과 같이 타원의 제

1초점(F0)을 기준으로 타원을 만큼 회전시켜 필요한 면

적만을 부 반사판으로 사용하고, 포물선 함수 곡률을 갖
는 주 반사판을 덧붙여 이득을 높이는 구조를 갖는다. 이
때 타원의 제1초점에는 급전부의 위상중심, 제 2초점(O)
에는 주반사판의초점을위치시키고, 축을 회전대칭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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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축이동 그레고리안 안테나의 형상

Fig. 1. Geometry of displacd-axis Gregorian antenna.
 

으로 하여 360°  회전한구조이다. 여기서, 은 주반사

판의 크기, 는 부 반사판의 크기, F는 주 반사판의 초
점거리, 는 급전부의 Edge Taper, 는 부 반사판의 장
축 길이, 는 부 반사판의 단축길이, 는 부 반사판의 초
점 간 거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구조는 타원의 전파 특성
과 주 반사판의 전파 반사 특성에 의해 급전부의 전계가

강한 중심에서 방사된 전파는 부 반사판의 중심을 거쳐

주반사판의 모서리로 보내지고, 급전부의 로 방사되는

낮은 세기의 전파는 부 반사판의 가장자리를 맞고 주 반

사판의 안쪽으로 보내지게 된다.
기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축이동 그레고리안 안테나

는 4개의 초기 변수( ,  ,  , 그리고  )를 이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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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6)은 축이동 그레고리안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하학적인 치수로 은 부 반사판의

제1초점과 주 반사판의 가장 끝자리에서 회전축으로 투
영된 지점사이의 거리, 는 주 반사판의 좌표계와 회전
된 부 반사판의 좌표계 사이의 각도,  는 부 반사판의
초점거리와 장축의 거리, 는 주 반사판의 가장 끝자리
두 점이 이루는 각도, 그리고 는 급전부의 중심과 부

반사판의 첨단부분 사이의 거리를 각각 나타낸다.

2-2 금속반사배열 반사판의 설계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포물면 안테

나 대신 안테나의 탑재성과 효율을 고려하여 이중 반사

판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축이동

이중반사판 안테나 형식을 채용하고, 이 중 주 반사판을
금속 반사배열안테나 형태로 구현하였다. 반사배열안테
나는 일반적으로 급전부와 반사판으로 구성되며, 반사판
은 급전부를 통해 입사되는 전자기파의 위상을 조절할

수 있는 단위 구조체들의 배열로 통상 이루어진다.
금속 반사배열안테나 중에서 사각형 도파관 형태의 단

위 구조체를 2차원 평면상에 배열하고, 각 도파관의 깊이
를 조절하여 도파관에 입사된 전자기파가 도파관 끝단에

서 반사되어 개구면에서 재방사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주

반사판을 금속반사배열안테나로 구현하였다. 이때, 각 단
위구조체의 깊이 변화는 도파관내에서 도파되고, 다시 재
방사되는 전자기파의 전달경로를 변화시키게 되며, 이 결
과는 각 단위 구조체의 위상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사각형 개구의 깊이 변화에 따른 위상 변화를 측정하

기 위하여 도파관 해석방식을 이용하여 TEM 모드의 평
면파가 소자에 입사되고,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위상을
통하여 소자의 변화에 따른 위상 변화를 측정하였다. 제
안된 단위 구조는 그림 2와 같은 형태이다.
사각형 도파관 단위소자의 크기는 동작 대역에서 최적

의 방사 효율을 얻기 위하여 끝단이 단락된 사각형 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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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각형 도파관 형태의 단위 구조
Fig. 2. A single unit-cell of rectangular waveguide type for 

a metal reflectarray antenna.

 
관 형태의 단위구조에서 반사된 위상이 최대한의 선형성

을 유지하면서 최대 배열갯수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

였으며, 배열의 간격은 부엽 및 그레이팅 로브 및 가공성
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가로() 1.8 mm, 
세로() 1.4 mm의 크기의 사각형 개구가 0.5 mm의 간격
을 갖는 형태로 배열안테나를 설계하였다. 끝단이 단락된
사각형 도파관 형태의 단위구조에서 깊이()에 따른 위
상변화는 그림 3에 도시되었다.
그림 3의 결과는 제안된 사각형 단위 도파관은 설계하

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깊이의 변화에 따라 360° 이
상의 위상변화를 만족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마이크
로 패치구조에서 공진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S자 형
태의 위상변화 곡선대신 그래프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

형태로 위상변화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제작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상보정 오차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

그림 3. 단위 구조에서 깊이에 따른 위상변화
Fig. 3. Simulated reflection phase values of the unit-cell in 

degree varying the depth of rectangular waveguide.

과 안테나 대역폭을 넓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인 W-대역(95 GHz)에

서 50 dBi 이상의 이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 반사판의
크기를 결정하고, 전체 축이동 금속반사배열 안테나 설계
를 목표로 하였다. 급전부는 정전파괴 없이 높은 출력의
밀리미터파를 전달하기 위하여 손실이 적은 주름진 도파

관 형태를 이용하였다[15]. 50 dBi 이상의 목표 이득을 얻
기 위한 반사배열안테나의 경우 매우 많은 해석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안테나의 특성
변화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초기 설계에서는동일한급전부에서 PO(Physicsl Op-
tics)와 GTD(Geometrical Theory of Diffraction)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축이동 반사판안테나를 설계하고 해석하였다. 
주 반사판의 크기는 직경( )이 500 mm가 되도록 설

계하였으며, 주 판사판의 초점거리는 사각형 도파관 형태
의 금속 반사배열안테나에서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도

록 은 0.6으로 설계되었다[11]. 급전부는 고출력 전
자파를 급전하기 위하여 24.3 dBi의 이득과 12°의 HPBW
의 방사각 특성을 갖는 주름진 도파관을 이용하였다. 부
반사판의 직경( )은 급전부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영역
에의한 손실을 줄이고, 사이드로브레벨을낮출 수있도
록 주 반사판 대비 0.15인 75 mm, 1차 복사기인 부 반사
판의 edge taper( )는 9∼17 dB 사이에 해당하는 15 dB를
기준으로 하는 13°로 결정하였다[16]. 축이동 금속 반사배
열안테나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려된 축이동 반사판 안테

나의 변수들을 표 1에 정리하였으며, 반사판 안테나 이득
과 효율은 각각 52.78 dBi와 77 %로 예측되었다.
반사배열안테나를 이용하여 목표한 이득을 얻기 위하

여 원형의 주 반사판의 크기와 등가적인 면적에서 반사

배열안테나에서의 산란 등에 의한 손실을 고려하여 목표

표 1. 초고이득 축이동 금속배열안테나의 설계변수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displaced-axis metal reflect-

array antenna.

입력변수
   

500 mm 0.6 75 mm 13°

설계변수
   

188.37 mm 18.57° 108.75 mm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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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면 효율을 50～60 %[12]로 잡고, 사각형 형태의 주 반
사판의 크기를 설정하였다. 
축이동 그레고리안 안테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금

속 개구의 배열형태로 설계된 주 반사판면은 501.9 mm× 
502.1 mm의 크기를 가지며, 주 반사판에서 각각의 사각
형 도파관의 위상은 재방사된 밀리미터파가 광축인 주방

향으로 집속되도록 식 (7)을 이용하여 금속판의 입사면을
기준으로 동위상(=일정)이 되도록 보정되었다.

  

     (7)
  
이때, 는 번째 개구에서 보정된 위상, 은 급전부에

서 번째 개구까지의 거리, 그리고 는위상보정을

위한 개구의 깊이에 따른 전자기파의 반사위상 함수이다.
그림 4는 주 반사판의 빔 집속을 위해 요구되는 각 금

속 개구에서의 요구되는 위상보정값을 나타내고 있다. 위
상보정분포도는 주 반사판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원점을 기준으로 개구위치가 양의 방향으로 해당되는
1/4 분면만을 도시하였다. 두 반사판의 공초점에서 주 반
사판의 양 끝단의 경로차이는 135.76 mm이기 때문에 그
림에서 약 20개의 위상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5는
계산된 위상보정분포도를 이용하여 각 개구에서 요구되

는 사각형 도파관의 깊이를 도시하고 있다. 각 도파관의
깊이는 360°의 위상변화를 만족할 수 있는 0～3.27 mm

그림 4. 주 반사판의 빔 집속을 위한 각 금속 개구의 위상

보정분포

Fig. 4. Required phase patterns at each rectangular unit-cell 
for displaced-axis metal reflectarray antenna.

그림 5. 주 반사판의 빔 집속을 위한 각 금속 개구의 깊
이분포

Fig. 5. Required depth pattern at each rectangular unit-cell 
for displaced-axis metal reflectarray antenna.

 

그림 6. 제작된 축이동 금속 반사배열안테나
Fig. 6. A photo of realized displace-axis metal reflectarray an-

tenna.
  

( )에 분포한다.
그림 5의 각개구의깊이정보를이용하여제작된주 반

사판과 주름진 도파관 급전부와 부 반사판을 포함하여

제작된 전체 안테나의 모습이 그림 6이다. 부 반사판과
부 반사판의 조절부 지지를 위하여 두께 2 mm의 금속막
대를 이용하였으며, 안테나 반사판은 모두 알루미늄 금속
재질로 특별한 가공 공정이 없이 통상의 금속가공을 이

용하여 제작되었다.

Ⅲ. 안테나 형상 및 방사특성

위상이 보정되어 제작된 반사배열안테나의 원역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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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턴은 주름진 도파관에서의 도파모드인 모드를

고려하여 FDTD 방식의 electromagnetic full-wave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160×160×100의 전체 해석공간을

해석하여 전산모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제작
된 안테나의 실제 측정은 밀리미터파 대역의 컴팩트 레

인지 안테나 측정시스템에서 측정되었으며, 실제 주름진
도파관에 모드를 여기하기 위하여 사각형 도파관

WR-10에서 원형 도파관 WC-9로의 변환기와 원형 다중
모드 혼 발생기를 이용하였다.
원형 다중 모드 혼 발생기는 의 입력모드(85 %)

와 의 발생모드(15 %)를 조절하여 주름진 도파관
중앙에 전력이 집속될 수 있는 모드를 발생시킨다
[15],[17]. 
원형다중 모드 혼발생기에서발생된 모드는주

름진 도파관으로 집속되며, 주름진 도파관은 제작된 축이
동 금속 반사배열안테나의 급전부로 사용되었다. 급전부
를 포함한 전체 안테나 시스템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모드 발생기와 급전부 역시 각각 전산모사 및 실험을 통

하여 검증하였다. 주름진 도파관 급전부는 주름의 깊이
(0.789 mm), 폭(0.526 mm), 간격(1.052 mm)으로 원통형 형
상을 제작하는 선반가공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안테나는 급전부의 중심축에 주 반사판과 부

반사판을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였으며, 안테나의
제작 공차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부 반사파과

급전부의 위치를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7은 제안된 밀리미터파 대역의 축이동 금속반사

배열안테나의 전산모사 결과와 측정결과의 E-평면과 H-
평면의 방사특성을 각각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주름진 도
파관에서 급전된 밀리미터파는 축이동 금속 개구배열안

테나에서 재방사되어 반전력 빔폭 0.32°로 집속되었으며, 
제작된 안테나의 이득 측정결과는 51.28 dBi이다.
제작된 안테나의 실험결과와 전산모사 결과는 전체적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축 방향의 방사
패턴은 대칭을 잘 형성하고 있다. 전산모사 결과와 비교
하여 측정결과에서 이득이 다소 감소하고, 사이드 로브
레벨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전산모사에
서는 고려되지 않은 부 반사판의 지지대에서 산란된 전

그림 7. 축이동 금속반사배열 안테나의 방사패턴
Fig. 7. Measured and simulated radiation patterns for displa-

ced-axis metal reflectarray antenna.

 
자파들의 효과로 생각된다[12]. 이와 함께, 주축 방향의 패
턴을 제외한 방사패턴의 경우와 E와 H-평면의 사이드 로
브 경향성은 해석결과와 상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안테나 정렬의 오차의 결과로 생각된다. 반사배열안
테나는 통상의 반사판과 달리 정밀한 위상보정이 요구되

표 2. 초고이득 축이동 금속배열안테나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displaced-axis metal reflectarray 

antenna.

주요

결과

이득

(dBi)
효율

(%)
SLL(dB) HPBW(°)

E-평면 H-평면 E-평면 H-평면
측정

결과
51.28 42.3 —9.17 —6.63 0.32 0.35

전산

모사
52.85 60.7 —10.86 —11.58 0.42 0.44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7, no. 4, Apr. 2016.

348

는데, 본 안테나의 경우 3 mm 정도의 정렬오차가 동작주
파수에서 한 파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안테나 특성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작된 초고이득 축이동 금속배열안테나의 밀리미터

파 대역 95 GHz에서의 방사 특성을 표 2에 정리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인 W-대역에서 사각형
금속개구의 배열을 이용하여 50 dBi 이상의 초고이득 배
열안테나를 구현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금속가공만으
로 제작될 수 있는 제작의 편의성을 갖고 있으며, 유전체
를 이용한 반사배열의 안테나와 달리 기판에 의한 손실

이 없으며, 고출력 전자파에 의한 안테나 손상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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