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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G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광대역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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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2, 모바일 빅뱅 시대의 주파수 효율 개선 핵심기술 개발]

Ⅰ. 서  론

최근에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 전송

기술은 Shannon이 언급한 이론적 한계에 도달했다
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 동안 고차 변조 기술, MIMO 
기술 등 스펙트럼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전

송 기술들이 도입되었지만, 2020년 개인에게 1 Gbps
급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이동통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기술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의
견이 지배적이다.
통신 사업자들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송 용량을 얻기 위하여 현재 캐리어 집성

(Carrier Aggregation)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하고자 하는 캐리어 수가 증가할수록 캐리어간

상호 변조 등으로 인해 혼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

아지며, 특히 업링크의 경우, 캐리어 수에 해당되는
만큼의 전력 증폭기를 동작시키는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물리

적인 주파수 대역폭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
지만 주파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

로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거나, 또는 넓은 주
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과

기술 개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
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파수를 넓게 사

용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그림 1]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6 GHz 미만 대역에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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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활용 초광대역 주파수 이용 방향

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광대역화 하는 방법, 둘째, 와이파이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5 GHz 비면허 대역을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6 GHz 이상 대역의
넓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6 GHz 이상 대역 등 초고주파 대역은 넓은 주파
수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기
술 부족, 직진성이 강한 전파 특성 등으로 인해 일반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땅은 넓으나 쓸 만한 땅이 없는
‘황무지’ 또는 ‘사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파 특성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부품 기술 등 ‘담수 플랜트’
와같은 핵심기술을확보하여 ‘황무지’를 ‘비옥한토
양’으로 변화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정부와 민간은 초고주파를

이용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최근 약 10년 동
안 연구 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해 오고 있다. 주로
이동통신 망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무선 백홀

용 고정통신 시스템 개발과 표준이 완료된 60 GHz 
WPAN(IEEE 802.15.3c), Wi-Fi(IEEE 802.11ad) 등에
대한 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 기술 중 일부 기
술은 상용화 되었으며, 일부 기술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단말기에 탑재 가능한 기술을 국

내외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효과가 큰 이동통신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주파수 대역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ETRI 등 국내 기업체 및 연구기
관, 미국 인텔, 유럽 에릭슨 등에서 초고주파 이동통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초고주파 대역에서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커버리지를 얻으려면, 고이
득안테나설계기술이필요하다. 그런데마이크로스
트립 패치 안테나의 경우, 급전 손실로 인해 안테나
의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카세
그레인 형태의 반사판 안테나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카세그레인 안테나는 곡면 반사판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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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low profile 구조가 아니며, 빔포밍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고에서는 최대한 low profile 구조를 유지하면

서, 급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면형 반사판
구조를 사용하는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기술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평면형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가 제공하는 또 다른 장점은 빔포밍을 기술을 용이

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판을 사용하
지 않고, 금속그루브를 이용하여 평면형 리플렉트어
레이안테나를구현하고, 제작한 사례와 평면형 리플
렉트어레이 안테나를 적용한 E/W-bands 무선백홀/프
론트홀 시스템에 대한 개발 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II절에서는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III절에서는 금속그루브 기반 리플
렉트어레이 안테나 설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IV절에서는 제작 및 활용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고, V절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기술 동향

일반적인 배열 안테나는 전송선을 이용하여 단위

배열 안테나 요소를 급전하지만, 리플렉트어레이 안
테나는 공간 급전(Spatial Feeding)을 기반으로 각각
의 단위 배열 안테나 요소를 쉽게 여기할 수 있다. 
또한,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는 평면 형태의 접지면
에 의해 입사한 전자파를 완전히 반사하므로 반사판

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리플
렉트어레이 안테나는 반사판과 배열 안테나의 고유

한 장점을 모두 가져서, 급전 구조가 단순하고 안테
나의 형태가 평면적이며, 단위 배열 안테나 요소의
반사 위상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

2-1 초기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초기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1]∼[3]는 배열 안테나

의 복잡한 급전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 급전 구조를 이용했다. 공간 급전은 전송선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단위 배열 안테나 요소를 급

전하기 위해 전자파를 자유 공간으로 방사하여 단위

배열 안테나 요소를 여기하는 방식이다. 공간 급전
방식에는 주로 단일 혹은 단순 배열 안테나로 구성

된 급전부를 사용하여 전자파를 복사한다.
[그림 3]은 1958년에 나온 최초의 리플렉트어레

이 안테나 구조[1]를 보여준다. 단순한 두 개의 야기-
우다 안테나가 전자파를차례로송출하면, 중앙에위
치한 다수 개의 도파관이나 전송선 배열 구조에 연

결된위상천이기의위상을가변시켜배열구조가마

치 전자파 렌즈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허[1]의 핵

심 개념이다. 이런 위상 배열 기반의 전자파 렌즈 개
념을 실제 시스템에서 실험적으로 검증한 때는 1960
년대와 1970년대이다[2],[3]. 이 시기에 리플렉트어레
이 안테나용 단위 배열 안테나 요소로 사용한 것은

다이폴이나 도파관이었다.
논문[2]에서는 현재 쓰이는 ‘리플렉트어레이 안테

나(Reflectarray Antenna)’란 용어를 제안하며, 특허[1]

는 [그림 4]와 같은 실제 정사각형 도파관으로 구성

된 안테나 배열에 사용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했

다. [그림 4]의 구성을 보면, 오른쪽의 급전용 도파
관은 동축선으로 연결되어 전자파를 왼쪽의 리플렉

[그림 3] 최초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개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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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초의 구현된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2]

트어레이 안테나로 방사한다. 방사된 전자파는 배열
을 구성하는 각각의 도파관으로부터 반사되어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이때 재반사되는 전자파는 위
상 천이기가 아닌 도파관의 깊이 차이에 의해 위상

이 바뀐다. 전자파 렌즈를 구성하기 위한 근사적인
도파관 깊이는 전송선 이론을 통해 얻었다.

2-2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참고문헌 [1]∼[3]에 제시된 초기 형태의 리플렉
트어레이 안테나는 공간 급전 방식을 채택하여 전형

적인 배열 안테나의 문제점인 복잡한 급전 구조를

해결한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단위 배열 안테나 요
소를 다이폴이나 도파관으로 택했으므로 안테나 형

태가 매우 크고 무거우며 배열이 큰 경우, 제작비가
급속히 높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1970
년대부터 상용화가 진행된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Microstrip Patch) 안테나 기술로 해결되었다[4]∼[6]. 마
이크로스트립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리플렉트어레

이 안테나는 1978년에 제안되었다[4]. 참고문헌 [4]에
서는 원형 마이크로스트립 배열 요소를 이용하여 입

사 원형 편파를 반사하여 고이득 특성을 얻는 리플

렉트어레이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4]에서
시작한 마이크로스트립 프린팅 기법은 리플렉트어

레이기법이고이득이나빔성형안테나제작에매우 

유리함을 보여줬다. 마이크로스트립 프린팅을 이용
하면 안테나 형태가 매우 얇아지고 가벼워진다. 또
한, 기술적으로 잘 발달된 유전체 기판과 에칭 공정
을 사용함으로써 대형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를 제

작하더라도 무게는 가벼우며, 제작 단가도 높지 않
다. 이런 특성을 가진 전형적인 마이크로스트립 리
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구조는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측면이 유리할 것 같은 마이크로스트립 리

플렉트어레이 안테나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 초기
형태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는 도파관을 사용했

기 때문에 대역폭 문제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
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는 주로 패치 형

태의 배열 요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대역을 가지기

매우 어렵다. 단순한 마이크로스트립 패치로 설계하
면 보통 3∼5 % 정도의 대역폭을 가진다. 마이크로
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협대역 특성을 극

복하기 위해 주로 다층 패치나 개구 결합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를 많이 이용한다[5].

2-3 금속 기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그림 5]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기반의 리플렉트어레
이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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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양한 고이득 안테나의 개념적 구조

적층 형태를 가진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

이 안테나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전자파 복

사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를 구동하는 주파수가 6 GHz 이상이 되면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와 유전체의 열화로 인해 마이크로스트

립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복사 특성은 나빠지기

시작한다. 보통의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는 50% 이상의 개구 효율(Aperture Efficiency)
을 쉽게 가지지만, 초고주파 대역에서는 다양한 손
실 특성으로 인해 어떤 구조를 쓰더라도 개구 효율

을 50% 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림 6]
과 같이 문헌에 등장하는 다양한 고이득 안테나 구

조를 고려할 수 있지만, 구현 가능성, 대역폭, 빔성
형 용이성, 제조 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면 여
전히 초고주파용 고이득 안테나 구조로 포물형 반사

판 안테나(Parabolic Reflector Antenna)와 리플렉트어
레이 안테나가 우세하다. 

[그림 6]의 구조 중 개구 효율 50 % 이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는 포물형 반사판 안테나이다. 포
물형 반사판 안테나는 유전체 기판 없이 만들 수 있

어 유전체 손실이 없으며, 곡선형 표면을 가지기 때

문에 도체 손실도 미미하다. 하지만, 포물형 반사판
안테나를 대형으로 제작하면 제작 단가가 매우 높아

지고, 안테나 형태도 두꺼워진다. 이상의 분석 결과
를 종합하여 유전체 기판 없이 리플렉트어레이 안테

나를 설계하면, 포물형 반사판과 리플렉트어레이 안
테나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7]은 기계 가공 기법으로 금속면에 그루브

(Groove)를 형성하여 리플렉트어레이를 구성한 안테
나를 보여준다[6]-[8].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
이 안테나는 유전체 기판이 없기 때문에 초고주파

대역에서 큰 손실을 유발하는 유전체 손실이 없다. 
또한, 얇은 금속판을 가공하기 때문에 안테나 형태
도 매우 얇아질 수 있다.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
어레이 안테나는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와 유사하게 혼 안테나와 같은 급전부를 통해

공간 급전 방식으로 전자파를 복사한다. 복사된 전
자파는 금속면에 의해 완전하게 재반사된다. 반사되
는 전자파의 위상은 금속 그루브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형하여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는 
초고주파대역에서 60 % 이상의개구효율을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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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동작 원리

[그림 8] 포물형 반사판과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비교

배열 요소의 공진 특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

역폭도 보통 10 % 이상이 된다. 하지만, 금속면 가공
을 사용하므로 마이크로스트립 리플렉트어레이 안

테나보다 무거우며, 가공비용도높아진다. 이러한독
특한 개념을 확장하여 초고주파에 적용 가능한 다양

한 형태의 금속만 가진 리플렉트어레이(MOR: Metal- 
Only Reflectarray) 안테나가 제안되고 있다[9]∼[11].

Ⅲ.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설계 이론

초고주파용 고효율 및 고이득 안테나 설계에 매

우 유용한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는 포물형 반사판 안테나와 매우 유사한 설계 절차

를 가진다. [그림 6]은 포물형 반사판 개념을 이용한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설계 개념

을 제시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림 3]과 [그림 5]의 리플렉

트어레이 안테나 기술은 [그림 8]의 포물형 반사판

을 배열 요소를 내포한 얇은 판으로 바꾸어주는 기

법이다. 즉, [그림 8]의 왼편 안테나 구조에서 포물

형 반사판만 리플렉트어레이로 교체하면 오른편의

금속 그루브 기반리플렉트어레이안테나가 된다. 따
라서 전반적인 설계 과정은 전형적인 포물형 반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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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대부분 따라 간다.

3-1 포물형 반사판의 직경(D)과 포물형 반사판의 
깊이(d0) 결정

일반적인 대형 안테나 설계의 입력 인수는 설계

주파수, 목표안테나이득(G), 예상개구효율(), 초점
대 직경비(f / D) 등이다. 이 입력 인수를 이용하면 다
음처럼 포물형 반사판의 직경(D)을 결정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설계 주파수의 파장이다. 포물형 반사
판의 깊이(d0)는 포물선의 궤적을 고려하여 다음처
럼 결정된다.

 


(2)

3-2 급전부의 10 dB 빔폭(BW10dB)을 이용한 급전부 
설계

포물형 반사판의 직경(D), 초점( f ), 깊이(d0)가 결
정되었으므로, 급전부의 10 dB 빔폭(BW10dB)을 계산
할 수 있다. 10 dB 빔폭은 급전부의 복사 패턴이 주
빔에 비해 10 dB 만큼 감소되는 빔폭을 뜻한다. 대
형 안테나 설계에서 경험적으로 최적의 개구 효율을

얻으려면 보통 급전부의 10 dB 빔폭을 고려한다. 만
약 급전부의 10 dB 빔폭 안에 포물형 반사판 전체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급전부의 10 dB 빔폭과 포물
형 반사판의 구조는 다음 관계를 가져야 한다.

BWdB  tan





 




(3)

급전부의 10 dB 빔폭은 포물형 반사판의 물리 구
조와 관계된 함수이므로, 급전부의 여러 치수를 가
변하여 빔폭이 식 (3)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3-3 금속 그루브의 깊이(dn) 조정

금속 그루브의 물리 구조 중에서 반사파 위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금속 그루브의 깊이이

다. 급전부에서 방사된 전자파는 리플렉트어레이 표
면에서 전반사되므로, 기하 광학 기법을 사용하여 n
번째 리플렉트어레이 표면에서 재반사되는 위상(ør)
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ø   ‧   (4)

여기서 k는 설계주파수의 파수, lpath는 급전부에서 
n번째 리플렉트어레이 표면까지의 경로 길이(Path 
Length), f (dn)은 금속 그루브의 깊이(dn)에 따른 위상
변화분이다. 위상 변화분 f (dn)을 결정하기 위해 [그

림 9]와 같은 가상의 포물형 반사판을 고려하자. 만
약가상의포물형반사판의반사위상과금속그루브

에 의해 반사되는 위상이 같다면 n번째 금속 그루브
의 깊이(dn)는 다음과 같은 관계[7],[8]를 가져야 한다.

  

     (5)

[그림 9] 가상의 포물형 반사판을 이용한 금속 그루브
의 깊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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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금속 그루브 배열의 주기이다. 금속
그루브의 깊이(dn)는 도파관을 구성하므로 전송선

이론에 의해 dn은 항상 관내 파장()의 절반 이내로

축소할 수 있다. 기하 광학법으로 유도한 설계식 (5)
는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설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된다. 설계식 (5)를 이용
해 금속 그루브를 1차원적으로 배치하면 [그림 10]

과 같은 팬 빔(Fan-beam)을 형성하는 금속 그루브 기
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가 된다. 만약 금속 그루
브가 [그림 11]처럼 3차원적으로 배치되면 주빔의
특성은 펜슬 빔(Pencil-beam)이 된다.
상기에서 소개한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

이 안테나 설계법은 기초적인 복사 특성을 가진 안

테나를제작하기 위한기법이다. 고효율과 고이득 특
성을 가진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설계를 위해서는

근사를 줄인 해석적인 기법 도입[7],[8]이 필수적이다. 
안테나의전기적크기가크더라도모드정합법(Mode- 
matching Method)과 그린 함수법(Green’s Function 
Method)을 적절히 조합하면 안테나 복사 특성의 계
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매우 빠른 안

[그림 10] 팬슬 빔을 생성하는 2차원 금속 그루브 기
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7]

[그림 11] 펜슬 빔을 생성하는 3차원 금속 그루브 기
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8]

테나 해석 코드는 전영역 최적화 기법과 결합하여

다양한 빔 성형 특성을 가진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

렉트어레이 안테나 설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Ⅳ.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구현 및 시스템 응용

금속 그루브의 전자파 해석 이론을 통해 설계된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제작

하고,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12]는 prime focus 급
전을 하는 금속 그루브 기반 2차원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인 [그림 10]의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설계
이론에 맞는 제작을 하려면, 왼쪽과 오른쪽 가장자
리로 금속 flange가 무한히 확장되는 구조이어야 하
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그루브에 의한 반사 효과
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속 flange를 제거하였다. 급전
부는 OEPPW(Open Ended Parallel Plate Waveguide)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E-plane spectral horn을 사용하였
다. 총 39개의 그루브를 사용하였고, 측정 중심 주파
수는 60 GHz이다. Flange가 무한한 구조와 유한한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한한 flange 구조의 side lobe level이 뚜렷하게 증가



특집…초고주파 대역에서 동작하는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기술

20

[그림 14] 이동통신용 무선 백홀 및 무선 프론트 홀 개념도

[그림 12] 2차원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복사패턴[7]

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3]은 prime focus 급전을 하는 3차원 금속

그루브 기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인 [그림 11]의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급전부는 horn 급전부를 사용
하였다. 직경 30 cm의 반사판에 총 5,961개의 그루브
를 형성되었으며, 측정 중심 주파수는 78.5 GHz이다. 
상술한 Overlapping T-block 방법과 병렬 처리 FDTD 
계산을 사용하는 상용 툴인 GEMS를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한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측정 결
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3차원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복사패턴[8]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대비 급전 손실이

적고, 카세그레인 안테나 대비 반사판이 low profile 
구조인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는 [그림 14]에서 보

여지는 것처럼 고이득 안테나가 필요한 이동통신 무

선 백홀 및 프론트 홀 망을 구성하는 시스템에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좁은대역폭특성은통신시스템이광대역특성이필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그림 15]는 2013년에 ETRI가 개발했던 92∼95 

GHz 대역에서 최대 6 Gbps급 데이터를 전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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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W-band 3Gbps급 편파 이중화 시스템[12]

있는 무선 백홀 시스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가용
대역폭 3 GHz에 6 Gbps급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
여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수직 및 수평 편파의

직교성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편파 이중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동일 대역 주파수에서 스
펙트럼 효율 2 bps/Hz를 달성하였다[12].

Ⅴ. 결  론

리플렉터어레이 안테나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등과 같이 기판을 사용한 평면형 안테나의

급전 손실 문제와 카세그레인 안테나 등과 같이 곡

면 구조의 반사판으로 인하여 부피가 커지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안테나 후보이다.
본 고에서는 특히 기판의 손실을 좀 더 최소화하

여 안테나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금속 그루브 기

반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였

다. 금속 그루브를 이용함으로써 리플렉트어레이 안
테나가 더 높은 주파수에서도 어느 정도의 안테나

효율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이

론과 시스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의 또 다른 장점은 적응형

빔 형성 안테나 설계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초고주
파 대역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적응형 빔 형성 안테

나 구현이 필수적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리플렉트어
레이 안테나 설계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공진형 단일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좁
은 대역폭 문제는 리플렉트어레이 안테나 기술 연구

자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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