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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파수 이용효율 극대화 

OAM Radio 기술 동향 조 용 희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1]은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궁극적인 초연결성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대용량 데
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통신
시스템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전자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이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다. 대용
량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과 고속처리가 가능하려면 통신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할당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결책일 것

이다. 하지만 무선통신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인 UHF(0.3～3 
GHz)와 하위 SHF(3～30 GHz) 대역은 이미 포화에 가까운
상태이며, 상위 SHF 대역에도 5G를 포함한 다양한 차세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제안된
방식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광대역 통신 기술이 4차 산업혁
명과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다수 사용자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통적인 다중접속 방

식은 주파수, 편파, 시간, 코드, 공간 등의 핵심 통신자원을
사용자와 서비스별로 서로 다르게 배정한다. 이런 통상적인
통신자원 배분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다중화 기법으로

OAM(공전 각운동량, Orbital Angular Momentum) Radio[2]가

제안되어 창의적인 미래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과 다르
게 주파수, 편파, 시간 등이 동일하더라도, OAM Radio에서
는 OAM 모드(mode)라는 새로운 통신 채널을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다. 가변 OAM 모드를 가진 OAM Radio 시스템
은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초연결성을
지원하는 최적의 통신시스템이 될 수 있다.

Ⅱ. OAM Radio의 기본 원리

맥스웰(Maxwell)이 전기와 자기 현상을 하나의 방정식으
로 표현한 이후 전자파는 자연계의 필연적인 실재가 되었

다. 이후 포인팅(poynting)[3]의 기여로 전자파를 뉴턴(Newton) 
역학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를 구성하는

전기장( )과 자기장( )은 포인팅 벡터(Poynting vector, 
 × )로 표현되는 전력밀도를 형성하며, 에너지 원

천( )에서 외부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자파는 전력을 전달
한다. 이 전력밀도는 힘, 즉 운동량 변화를 동반하므로 전자

파는 자연적으로 운동량( )을 외부에 전달한다. 원천과 운
동량의 연결관계는 아래와 같다.

 →  →  →  (1)

전자파가 가진 운동량은 전자파가 분포하는 공간의 체적

적분으로 표현한다.





 ×  (2)

운동량에 기준축( )을 연산하면 전자파의 각운동량( )
도 엄밀하게 정의 가능하다.





 × ×  (3)

식 (3)에 맥스웰 방정식을 대입해 최종결과를 확인하면[4], 
전자파각운동량은 SAM(스핀각운동량, Spin Angular Momen- 
tum)과 OAM으로 분해된다. 전자파 편파 관점에서 SAM은
원형편파(CP: Circular Polariza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SAM 
상태는 LHCP(좌회전 원형편파, Left-Handed CP)와 RHCP(우
회전 원형편파, Right-Handed CP), 두 종류만 가능하다. 전자
파가 선형편파(LP: Linear Polarization)를 가진 경우는 SAM
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전자파의 SAM
은 용어만 다를 뿐 전통적인 전자파 편파와 동일하다.



특집…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파수 이용효율 극대화 OAM Radio 기술 동향

38

[그림 1] OAM 광학(optics) 시스템 구조도

하지만 전자파의 OAM은 편파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된
다.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OAM 상태 개수는 무한대이므로, 
전자파의 OAM 모드를 사용하면 동일한 주파수와 편파를
사용하면서도 각각의 OAM 모드를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파의 각운동량을 구성하는 새로운 OAM 모드 현상이
통신시스템 송신부에서 수신부로 전달될 수 있는가? 이 답
을 위해 자연계의 기본 법칙중 하나인 각운동량 보존법칙을 
생각하자. 이 보존법칙에 의해 송신부와 수신부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OAM 모드가 표현하는 각운동량의 총
합은 항상 보존된다. 이런 관점에서 주파수 이용효율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미래가능성이 전자파 OAM 모드에 있다.
포인팅이 예측한 전자파 운동량을 각운동량으로 해석한

OAM 모드는 광학 분야[5]에서 최초로 제안되었다. 레이저의
기본 모드인 가우스 모드(Gaussian mode)를 미분하면 방위
각방향()의위상변화를가진라게르-가우스모드(Laguerre- 
Gaussian mode)를 얻을 수 있다. 고차 모드인 라게르-가우스
모드는 전자파 진행 방향에 수직인 평면의 위상 변화가 나

선형이므로, 이 모드는 전형적인 OAM 모드를 구성한다. 나
선형의 방위각 위상 변화는 전자파 표현식의 완비성 혹은

푸리에 급수로 인해 무한대의 모드 개수를 가질 수 있다. 또
한 OAM 모드는 직교성으로 인해 무한개의 모드를 서로 구
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주파수와 편파 조건에서
도 전송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OAM 모드에 정보를 실어 통
합 전달하는 방식이 OAM 모드 전송의 기본원리가 된다.

[그림 1]은 전형적인 OAM 광학(optics) 기법을 보여준다. 
레이저에서 발생한 가우스 모드는 SLM(Spatial Light Modu- 
lator)을 거치며 특정한 OAM 모드로 변환된다. SLM을 위
해 SPP(Spiral Phase Plate), 포크 회절격자(forked diffraction 
gratin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우스 모드에서 고차 라게르- 
가우스 모드로 변환된 OAM 파동은 렌즈에 집속되어 장거
리까지 전송될 수 있다. OAM 모드를 이용해 부호화된 정보
는 SLM 등의 역연산 처리를 거쳐 검출기에서 복원된다. 장
거리 전송을 위한 OAM 광학 시스템에서는 검출기로 CCD 
(Charge-Coupled Device)를 사용한다. 1992년에 제안된 OAM 
모드 전송법을 기반으로 광학 분야에서는 상용화를 위한 다

양한 연구[6]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 카나리아 제도상의
두 섬을 잇는 FSO(자유공간 광학, Free-Space Optics) 링크를

구성하여 143 km 거리 전송에 성공하였다. 정보 부호화에
사용한 OAM 모드는  ± ± ±이며, 데이터 속도는
매우 저속인 수십 bps 수준이다. FSO 전송 거리를 120 m로
줄인 또 다른 실험에서는  ± ± OAM 모드를 사용하
여 400 Gbps의 초고속 데이터 링크 시연에 성공하였다.

Ⅲ. OAM Radio 기술 동향

광학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OAM 모드 시스템은 2003년
부터 RF 영역[7]에 적용되고 있다. 단순하게 보면 OAM 광학
의 연구결과를 일부만 변형하여 OAM Radio에 사용할 수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광학과 RF는 전자파의 파장
차이가 매우 크므로, OAM Radio 시스템을 구성하는 RF 소
자는 대부분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그림 2]는 RF 대역의
전형적인 OAM Radio 구조를 보여준다. OAM 모드는 나선
형 위상면을 가지기 때문에, 방위각 방향의 위상 변화를 주
기 위한 RF 혹은 안테나 소자가 필요하다. 배열안테나 형태
로 나선형 위상을 형성하려면 위상천이기, 하이브리드, 배
열 등을 이용하여 다중화기인 OMM(OAM Mode Multiplexer)
을 구성한다. 반사판이나 렌즈 표면을 연속적으로 변형하여
OAM 모드를 생성할 수도 있다. 안테나에 수신된 OAM 모
드 복원에는 보통 OMD(OAM Mode Demultiplexer)를 사용한
다. OMD는 OMM과 유사하게 위상천이기, 하이브리드, 배
열 등을 이용해 다중화된 OAM 신호를 원래 신호로 역다중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8卷 第4號 2017年 7月

39

[그림 2] OAM radio 시스템 구조도

[그림 3] OAM radio용 안테나로 최초 제안된 다이폴 안테나
원소를 가진 UCA(Uniform Circular Array)[7]

[그림 4] UCA를 이용해     OAM 모드를 생성한
경우의 복사 패턴[9]

화한다. 아래에 OAM Radio 시스템 설계에 사용되는 다양한
RF 및 안테나 기술들을 소개한다.

3-1 UCA(Uniform Circular Array)와 OMM(OAM Mode Mux)

OAM 광학 기술을 OAM Radio에 적용한 최초의 접근법
은나선형위상면형성을 위한 배열안테나[7] 기술이다. OAM 
모드용배열안테나는 [그림 3]처럼주로 UCA(Uniform Circular 
Array)를 사용한다. UCA를 구성하는 원소는 진폭은 같고 위
상은 OAM 모드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도록 급전한다. 예를
들어   out OAM 모드를 구성하려면 방위각 방향으로 배

치된 번째 배열원소 위상 을 다음 값으로 설정한다.

  out
 (4)

여기서 은 UCA 원소 개수이며,  out을 만족해야

한다. 특허 참고문헌 [8]에서는 참고문헌 [7]의 개념을 더 발
전시켜 2층으로 된 다중 UCA를 구성하고, CP와 OAM 모드
를 동시에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UCA를 이용한 OAM 
모드 합성은 참고문헌 [9]에 제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9]의
UCA 구성 원소는 삼중극 안테나(tripole antenna)를 채택했
다. 또한 특정한 OAM 모드를 생성하는 UCA를 반지름 방향
으로 여러 층 구성하면 복수개의 OAM 모드를 동시에 송수
신 가능함을 수치해석적으로 보였다. UCA를 구성하는 배열
원소는 단순한 다이폴 종류에만 국한되지 않고, 원형 혼안
테나[10], Microstrip 패치 안테나, 반사배열(reflectarray)[11] 등
으로 확장될 수 있다. 반사배열의 경우, 유전체 기판에 형
성된 각 Microstrip 패치의 물리적 크기를 조정하여 반사 위
상을 바꾼다. 반사배열의 복사패턴은 각 배열원소가 반사하
는 위상의 총합이다. 반사파의 전체합이 OAM 모드 위상 특
성을 가지도록 개별 Microstrip 패치 구조를 조정한다. 따라
서 배열원소 종류와 관계없이 각 원소의 위상 분포를 식 (4)
와 유사하게 설계하면 특정한 OAM 모드를 항상 합성할 수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UCA 구성과 함께, 동시에 송신 혹은 수

신되는 OAM 모드를 조합하거나 분리하는 OMM과 OMD소
자 기술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12]에서는 OMM과 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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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icrostrip patch 기반 5.8 GHz 반사배열을 이용한
OAM 모드 생성[11]

[그림 6] 3개의 OAM 모드(  ±)를 동시에 생성하는
UCA를 위한 OMM(OAM Mode Mux) 설계 방식[12]

를 구성하기 위해 각 OAM 모드별로 위상천이기와 하이브
리드를 배치하여 신호를 적절히 합성 또는 분배한다. [그림
7]은 Micro- strip 선로 길이를 조정하여 위상천이기를 형성
한 UCA의 급전부와 복사체 구조[13]를 보여준다. 유전체 기
판의 양면에 위상천이기를 모두 형성하여  ± OAM 모
드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여기서 UCA를 급전하는 위상천
이기 위상값은 식 (4)를 이용해 정한다.
빔스위치용 위상 배열안테나에 흔히 사용하는 Rotman 렌

즈[14]도 UCA 급전에 사용할 수 있다. 5개의 OAM 모드인
   ± ±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UCA가 [그림 8]
에 제시되어 있다. UCA 구동에 필수적인 OMM 혹은 OMD
의 설계가 까다롭기 때문에, 위상 배열안테나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Rotman 렌즈를 채택하여 5개의 OAM 모드를 동시
에 송수신하는 OMM/OMD 제작에 사용했다. 반지름이 큰

[그림 7] Microstrip 선로로 형성한 위상천이기를 가진  ±  
OAM 모드 생성 5.8 GHz UCA[13]

[그림 8] Rotman 렌즈를 활용하여 5개의 OAM 모드 ( 

±± )를 동시 생성하는 7.9 GHz UCA[14]

UCA 구조와 상반되는 밀집형태의 행렬급전(matrix feed) 구
조[15]를 사용하여 3개의 OAM 모드(   ±)를 동시에 생
성할 수 있는 카세그레인 반사판 안테나도 [그림 9]처럼 제
안되었다. [그림 9]에 제시한 카세그레인 반사판 안테나의
급전부는 × 행렬급전을 사용한다. 행렬급전을 구성하는
OERW(Open-Ended Rectangular Waveguide)는 Microstrip 선로
로 형성한 OMM에 연결되어 있다. 18 GHz에서 측정한 3개
의 OAM 모드간 분리도(mode isolation)는 약 17 dB로 측정
되었다. 

3-2 나선형 반사판(Helicoidal Reflector)

OAM 모드 생성에 배열안테나인 UCA가 광범위하게 쓰
이고 있지만, 생성된 OAM 모드의 방위각 방향 진폭과 위상
특성은 나선형 반사판(helicoidal reflector) 구조[16]가 UCA보
다 더 우수하다. 나선형 반사판은 일반적인 포물형 반사판
(parabolic reflector)의 곡면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반사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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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해도

(b) 제작사진

(c) OMM
[그림 9] 행렬급전과 OMM을 사용하여 동시에 3개의 OAM 

모드(   ±)를 생성하는 18 GHz 카세그레인
반사판(Cassegrain reflector) 안테나[15]

[그림 12] 18 GHz에서 카세그레인 부반사판(Cassegrain sub- 
reflector) 변형을 이용한 OAM 모드 생성[18]

특정한 OAM 모드 위상을 가지도록 한다. UCA는 이산적인
배열원소 배치를 통해 OAM 모드를 생성하므로 고차 OAM 
모드 생성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림 10]과 같은 나선형
반사판은 방위각 방향 위상 변화가 연속적이다. 따라서 나
선형 반사판이 만드는 OAM 모드는 고차 OAM 모드를 효율
적으로 억제하여, 원역장 OAM 모드 특성이 UCA보다 우수
하다.
나선형 반사판은 초기 OAM Radio 검증에 성공적으로 사

용되었다[17]. OAM 모드 0번은 일반적인 야기-우다 안테나
(Yagi-Uda antenna)로 생성하고, OAM 모드 1번은 [그림 10]
의 나선형 반사판을 활용하였다. OAM 모드 0, 1번을 생성
하는 두 안테나에 동일한 주파수인 2.414 GHz 신호를 인가
한 후 442 m 전송하여 원래 신호를 정확히 복원하였다.
카세그레인반사판(Cassegrain reflector) 안테나구조는 OAM 

모드 생성을 위해 주반사판과 부반사판[18] 모두를 변형할

[그림 10] 나선형 반사판(helicoidal reflector)을 이용한 OAM 
모드 생성 포물형 반사판 안테나

수 있다. 주반사판에 비해 부반사판 표면적은 10～20 % 수
준이므로, 나선형 반사판 기술 적용시 표면 가공 면적이 줄
어드는 부반사판 변형법이 기술적으로 유리하다.
나선형반사판은 UCA에비해고차모드가거의없는매우 

정확한 OAM 모드를생성할수있지만, OAM 모드동시송수

[그림 11] 2.414 GHz OAM 링크(   ) 실험에 사용한
나선형 반사판의 설치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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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평/수직편파와 4개의 OAM 모드( ± ± )를
동시에사용한 28 GHz 밀리미터파통신링크구성도[19]

신에 필요한 다중화(multiplexing)와 역다중화(demultiplexing) 
적용이 어렵다. 이러한 나선형 반사판의 다중화/역다중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반사배열[11]이나 행렬급전[15]을 활용

하는 방식이 연구 중이다.

3-3 유전체 렌즈

OAM 광학에 사용한 소자 설계법을 OAM Radio에 재활
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유전체 렌즈이다. OAM 광학에 주
로 쓰는 SPP(Spiral Phase Plate)는 유전체 렌즈 표면을 가공
하여 특정한 OAM 모드 위상을 생성한다.  참고문헌 [19]에
서는 OAM 광학 소자를 28 GHz에서 재설계하여 32 Gbps 밀
리미터파 통신 링크로 OAM Radio가 사용 가능함을 실증
했다. 송수신부가 떨어진 거리는 2.5 m로 설정했다. OAM 
모드 다중화와 역다중화를 위해 28 GHz에서 동작하는 빔분
리기(beam splitter)를 FR-4상에 반사배열로 제작하였다. 빔
분리기는 입사 전자파의 50 %를 각각 반사 및 투과한다. 또
한 HDPE (High-Density Polyethylene) 유전체를활용해 SPP를
제작했다.

[그림 13]에 있는 SPP는 3차원 구조를 가지므로 제작이
까다롭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고문헌 [20]에서는 평면형
유전체에 원형 구멍을 형성하여 투과배열(transmitarray) 형
태의 평면형 SPP를 제안하였다. 투과배열 이론에 따라 각
주기원소의 물리적 구조를 변형하여 투과파 위상을 일정하

게 조정한다. [그림 14]에서처럼 원형 구멍 반지름과 투과
위상의 함수 관계를 이용하면      OAM 모드를 생성
할 수있다. 평면형 투과배열 개념을 확장하여 임의의 OAM 
모드 생성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4]       OAM 모드 생성이 가능한 94 GHz 평면
형 SPP(Spiral Phase Plate)[20]

[그림 15]     OAM 모드 집속을 위한 20 GHz 투과형 FZP 
(Fresnel-Zone Plate)[21]

SPP 외에도 다양한 유전체 렌즈가 OAM Radio에 사용될
수 있다. UCA는 특정 반지름 위치에만 배열원소를 배치하
므로 안테나 이득이 크지 않고, 빔폭도 넓은 편이다. UCA를
이용해 통신 링크를 구성한 경우, 넓은 빔폭으로 인해 수신
부 UCA 반지름이 상당히 커져야 한다. 이런 UCA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고문헌 [21]에서는 전형적인 FZP(Fresnel- 
Zone Plate)를 유전체 기판에 형성하여 UCA 전면에 부착하
였다. UCA와 결합된 FZP는 UCA에 의해 복사된 전자파를
집속하여 빔폭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줄어든 빔폭만큼

UCA 수신부의 반지름을 축소할 수 있다.

Ⅳ. 결  론

동일한 주파수와 편파를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통신 채널

을 형성할 수 있는 OAM Radio 기술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한 주파수 이용효율 극대화에 필수적이다. OAM Radio 기술
상용화를 위해 OAM 모드 송수신 안테나, 다중화/역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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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OMM(OAM Mode Mux) 및 OMD(OAM Mode Demux) 소
자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OAM Radio 기술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통신
채널인 OAM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거
리 전송, 송수신 안테나 정렬, 고차 OAM 모드 생성, MIMO 
(Multiple-Input Multiple-Output)와의 차별성 등에 논란이 있
다. 특히 MIMO와 동일한 배열안테나개념을 사용하는 UCA 
기반 OAM Radio의 채널용량을 MIMO와 비교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IMO의 채널용량을 넘어서는 새로
운 UCA 배열원소 구성과 MIMO와의 통합을 고려한 OAM 
Radio 기술 개발 등이 앞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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