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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MT-2020 혹은 5G NR로 명명된 5G 통신은 기존 4G 통신
(IMT-Advanced or LTE-Advanced or IEEE 802.16 m) 및 3G 
(IMT-2000 or LTE or IEEE 802.16 e) 대비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을 목표로 한다. 5G 통신은 최대 20 Gbps의전송속도, 
100 Mbps의 이용자 체감 전송 속도, 1 ms의 전송 지연,  
106 기기 수/km2의 최대 기기 연결 수 등의 성능지표를 핵심

으로 한다. 위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Millimeter-wave 
(mmWave), Massive MIMO, 그리고 빔 포밍 등이 5G 통신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위의 3가지 기술은 모두 5G 통
신에서의 안테나 설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래 없는 안테나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5G 통신의 핵심 성능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연구
기관 및 산업체에서 안테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단말에서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mmWave 안테
나 어레이의 연구 및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mmWave 안테나뿐만 아니라, 빔 포
밍을 위한 시스템 architecture의 연구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5G 통신을 위한 mmWave 안테나는 크게 모바
일용과 비모바일용으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전자는 안테
나의 소형화 및 어레이 구현에 중점을 맞추며, 후자에 대해
서는 주파수 선택적 표면 기반의 리피터 시스템에 대한 연

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5G 통
신을 위한 안테나 개발에서 크게 3가지의 연구 프레임을 통
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모바일 단말 내의 기존 4G 안테나와 5G 안테나의 공존
가능성 및 Sub 6 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안테나

2. 모바일 단말 내의 mmWave 5G 안테나 어레이 후보군
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3. 최적의 5G 통신을 위한 비 모바일 환경에서의 안테나
개발 및 메타물질을 활용한 RF 소자 연구

첫 번째로 제시된 4G 안테나와 5G 안테나와의 공존 가능
성을 위해서 모바일 안테나의 현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실장, 운영 측면에서 모바일 단말향 안테나 기술과
실장 환경은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mWave 
5G 안테나 어레이를 추가하는 연구에 앞서 4G와 5G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5G 주파수 후보군들 중 Sub 6 GHz 대역의 연구는 안테나의
재료 및 설계 패러다임의 격렬한 변화 없이 개발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5G 시대의 가장 빠른 상용화가 예상되는
Sub 6 GHz 5G는 4G 모바일 안테나의 공존가능성과 함께 연
구되어야 한다.
두번째로는현재가장급진적으로연구되고있는 mmWave 

5G의 안테나 어레이에 대한 연구와 그 방향성을 이해해야
한다. mmWave 5G 안테나 연구는 크게 antenna-in-package 
(AiP)와 antenna-on-chip(AoC)의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AiP는 5G 단말 안테나, RFIC, 그리고 다양한 소자들을 하나
의 패키지(package) 내에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oC
는 저비용 모놀로식 공정(monolithic process)을 통해 CMOS 
RF 프런트 엔드 회로와 통합된 안테나를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떠오르고 있는 antenna-on-display(AoD)의 개
념 또한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단말의
bezel-less 트렌트에 따라 확장된 디스플레이를 안테나 영역
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oD 또한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며,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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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안테나 구성

마지막으로 전파 음영지역이 발생하는 무선 통신 채널

환경에서 활용되는 리피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주파수 선택적 표면

(Frequency Selective Surface) 기반의 tranmit array, reflect array, 
polarization converter와 이들을 능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표면에 능동소자를 결합하는 최근의 연구 동

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Ⅱ. 4G LTE 네트워크 기반 안테나

4G MIMO 안테나는 무선 단말에서의 무선 데이터 용량
과 트래픽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4G LTE 
대역 통신을 위해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다수개의 안테나 및

carrier aggregation을 통해 무선 데이터 용량을 증가시켜왔
다. 최첨단 스마트 폰은 이론적으로 1 Gbps에 근접하는 데
이터 처리량을 지원할 수 있는 4 개의 4G 안테나가 장착되
어 있다[2]. 또한 최근 몇 년간 금속 테두리 디자인이 스마트
폰의 트렌드로 정착되면서, 금속 테두리를 4G 안테나로 사
용하는 이동 단말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3]. 초고속, 저
지연 특성을 갖는 무선 네트워크의 수요의 증가에 따라 기

존 4G LTE의 대안으로 5G 통신은 모바일 단말기의 중요한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감쇠와 자유 공간 경로 손실
특성은 기존 래거시(legacy) 주파수 대비 훨씬 더 심각하다
[4],[5]. 결과적으로, 초고속, 저지연을 특징으로 하는 5G 무선
네트워크는 단말 내 추가적인 안테나 공간의 요구를 증가시

켰으며, 기존 4G MIMO 안테나와 5G 안테나의 공존 가능성
을 이해하는 것은 5G 안테나 개발에 필수적이다.

2-1 4G LTE 안테나와 5G 안테나의 공존 방향성

2G, 3G 및 4G 셀룰러 시스템은 600 MHz～3.8 GHz 대역
에서 작동한다. 1/4 파장 inverted F type 안테나 (IFA 안테나) 
및 inverted L type 안테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인해
이동 단말기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6]. 4G MIMO의 경우, 높
은 통신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개의 안테나 단품이 요

구되며, 안테나 단품들 사이의 충분한 이격 배치가 요구된
다[7]. 결과적으로 인접한 4G 안테나 사이의 공간을 최대화
하는 것은 스마트 폰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안테나 배치 전

략 중 하나다. 이에 더하여 mmWave 5G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손실 파라미터에 따른 다 요소 위상 배열과 같은 고

이득 안테나를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mmWave 5G 안테나의 면적은 고 이득 필요성에 따라 넓은
면적이 요구 된다. mmWave 5G 안테나의 추가 및 통합에 대
해 논의하기 전에 현재 모바일 단말기의 특성을 조사할 필

요가 있다. [그림 1]은 금속 섀시 (metallic cover)를 갖는 종
래의 스마트 폰의 안테나 구성을 예시한다. 공간 다중화를
지원하기 위해 1차 및 2차 4G 안테나가 각각 장치의 하단
및 상단 가장자리에 배치된다. 1차 및 2차 4G 안테나는 스
마트 폰의 각 구석에 위치한 두 개의 IFA 안테나로 구성된
다. [그림 1]의 모델은 저주파수(1 GHz 미만)를 위한 두 개
의 안테나와 중간(1.7～2.1 GHz)/고(2.3～2.7 GHz) 주파수
안테나를 위한 네 개의 안테나를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다
수의 센서, 카메라 모듈, 가입자 식별 모듈 (SIM), 마이크로
SD, 스피커 등이 앞에서 언급한 4G IFA 안테나 요소를 둘러
싼다. 여기에 방수 테이프를 추가하면 안테나 공간이 더욱
줄어든다.
이동 단말에서 4G와 5G 공존에 대한 참고문헌 [8]에서

는 미리 정의된 성능 지수를 기반으로 5G 위상 배열 안테나
의 배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그림 2]와 같은 mmWave 5G 안테나 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동 단말에서의 위상 배열 안테나는 단말 내 공간 부족

으로 인하여, 충분한 안테나 수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의
금속 테두리 디자인은 5G 안테나 배치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위치 및 방향이 변하는 환경인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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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탈케이스 4G 안테나가적용된단말에서의 mmWave 
5G 안테나 배치 예시

[그림 3] 2개의 안테나가 서로 수직한 편파를 갖는 사각 루프
안테나 예시[9] [그림 5] Two-asymmetrically mirrored gap-coupled loop antennas[13]

[그림 4] 삼중 편파 12-안테나 어레이 예시[10]

일 환경에서의 5G 통신을 위한 빔 스위칭 등의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2-2 Beyond 4G LTE: Sub 6 GHz 대역의 활용

단말의 RF 요구사항 중 Sub 6 GHz 이하의 대역에서의 기
술 규격은 TS 38.101-1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N 77(3.3～4.2 
GHz)과 N 78(3.3～3.8 GHz)은 주요 나라들의 5G 후보 주파
수 대역이다. N 77과 N 78에서 단말(UE)의 최대 대역폭은
8×8과 12×12 MIMO로 구성된 여러 연구 결과들[9]～[12]이 발

표되고 있다. 또한 금속 핸드셋(metallic handset)을 대상으로
한 conceptual design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었다[13].
안테나의 편파를 이용한 기술[9],[10]들을 살펴보면 Sub 6 

GHz의 2.5 GHz 대역인 B 41(2,496～2,690 MHz)을 대상으로
8×8 MIMO 안테나가 디자인되었다. 참고문헌 [9]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8개의 안테나는 [그림 3]과 같이 4개의 블록
으로 나뉘고, 한 블록에 2개의 안테나가 서로 수직한 편파
를 갖는 사각 루프 커플링 피드 구조로 설계되어 계산된 채

널 용량은 약 39 bps/ Hz로 보고되었다. 이중 편파에서 하나
의 편파를 더 추가한 삼중 편파 12-Antenna 기술은 [그림 4]
와 같이 4개의 블록이 각 모서리에 위치하고, 한 블록에 3개
의 안테나가 서로 수직한 편파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10]. 단축의 측면에 놓인 블록 간에는 neutralization line (NL)
으로 서로간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금속 섀시 디자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4개의 안테나의 구성으로 금속 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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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단말 내에 구현된 5G 위상 배열 안테나

활용하여 안테나로 동작시킬 수 있는 안테나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다[13].
최근 5G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연구 내용

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Sub 6 GHz의 5G 주파수
의 주 대상인 3.5 GHz는 28 GHz보다 대역폭은 협소하지만, 
전파 특성이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3.5 GHz에 대
한 연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내 이통사의 경우
도 해당 주파수 경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Ⅲ. 5G 모바일 안테나 구성 방안

이번 장에서는 모바일 단말 관점에서 밀리미터파 안테나

설계의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최신 연구
동향과 실제 구현 예시가 소개될 것이다.

3-1 mmWave 5G 모바일 안테나 설계 고려 사항

상용 스마트폰의 제한된 공간과 두께가 얇아지고 있는

디자인 트렌드를 고려할 때 mmWave 5G 무선 통신 모듈 구
현에 있어 5G 모바일 안테나의 설계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상용 스마트폰에는 4G, Wi-Fi와 같은 무선통
신 모듈과 함께 지문 인식, 카메라, 센서 등의 여러 모듈이
함께 집적되고 있으며, 향후 가상(VR), 증강(AR) 현실과 사
물인터넷(IoT) 등의 다양한 기능을 위한 모듈이 추가될 것
으로 예상된다[14]. 궁극적으로 모바일 단말 내 집적도의 증
가로 인하여 5G 무선 통신 모듈을 위한 공간은 더욱 제한될
것이며, 기기 내 집적을 위해 매우 소형화된 크기의 5G 모
바일 안테나 설계가 요구된다. 
실시간으로 위치 좌표가 변하는 단말 내에 구현된 5G 안

테나 시스템에는 편파 부정합(polarization mismatch)에 의해
수신 신호에 심각한 감쇠가 발생할 수 있다[15]. 원형 편파 안
테나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제한된 축비(axial 
ratio: AR) 대역폭은 mmWave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16]. 안정적인 편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
중 편파 안테나가 5G 모바일 안테나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
다. 최근 이중 편파 빔 스위칭이 가능한 위상 배열 안테나는
단일 편파 위상 배열 안테나에 비하여 이동 환경에서 우수

한 통신 품질(QoS)을 보장함이 증명되었다[17]. 또한 최근 발
표된 IBM, Qualcomm 사의 5G IC의 architecture에서도 이중

편파 안테나 구조를 채택하였다[18],[19]. 이러한 개발 동향과
시험 결과를 참고할 때 5G 모바일 안테나 시스템에서 안정
적인 통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 편파 안테나의 구현

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3-2 밀리미터파 5G 위상 배열 안테나 설계

이번 절에서는 단말 내에서 구현된 밀리미터파 5G 위상
배열 안테나 설계가 소개된다. 최근 발표된 mesh-grid patch 
안테나[20]를 기반으로 28 GHz에서 end-fire 방사 모드를 갖는 
1×4 수평 편파 배열 안테나가 [그림 6]과 같이 단말의 bezel 
공간 내에서 구현되었다. 현재 상용화된 메인스트림 스마트
폰의 규격과 형태를 참고하여 전체 단말의 높이는 6 mm로
설정되었으며, bezel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단말의 내장재로
폴리카보네이트(PC/ABS)가 사용되며, bezel 부분은 알루미
늄을 가공하여 형성되어 내장재와 결합된다. 단말의 중앙을
기준으로 좌, 우에 2개의 서브 어레이 형태로 5G 안테나 어
레이가 배치된다. 설계된 5G 안테나 모듈은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s: LTCC) 공정을 바탕
으로 설계되었으며, 두께 100 μm, 비 유전율 εr = 5.91, 손실
탄젠트 tanδ = 0.002인 8개의 적층된 레이어로 구성되었고
전체 AiP의 전체 크기는 65.4×6×0.89 mm이다.
설계된 mmWave 5G 위상 배열 안테나 구조를 [그림 7]에

나타냈다. 연속된 thru-via는 capture pads에 의하여 전기적으
로 연결되며, 메쉬 그리드로 형성된 패치는 6개 층의 높이
(h = 670 μm)에 적층된 비아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안테나
의 공진주파수는 메쉬 그리드로 패치의 길이(L)에 의하여
조절되며, 최적화된 메쉬 그리드로 패치의 길이는 L = 2.2 
mm이다. 안테나 급전부의 위치(df = 0.65 mm) 조절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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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G 1×4 end-fire 수평 편파 배열 안테나

[그림 8] 제작된 5G 안테나인 패키지의 사진

[그림 9] 시뮬레이션 및 측정 반사 계수(S11) 크기 비교

[그림 10] 측정된 안테나의 동일/교차편파 크기 차이

여 매칭 특성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메쉬 그리드 패치의
후면에 위치한 ground wall은 후면 방사를 억제하고, 패치
안테나의 ground로 활용된다. Ground wall과 패치 사이의

최적화된 거리는 0.45 mm이다. 각각의 안테나 소자는 28 
GHz 기준 반 파장에 해당하는 5 mm를 간격으로 배치되며, 
1:4 전력분배기에 연결된다. 전력분배기의 구현을 위해 스
트립라인 선로가 사용되었고, 선로는 L5 층에 존재하며, 
reference plane은 L4와 L6층에 위치한다. GSG 프루브를 통
한 급전 및 측정을 위하여 패키지의 상면부에 원형의 GSG 
포트를 형성하였고, 수직 연결 구조를 통하여 전력분배기
와 연결된다.
측정을 통한 검증을 위해 설계된 5G 안테나인 패키지 모

듈은 표준 LTCC 공정을 기반으로 [그림 8]과 같이 제작되었
다. 폴리카보네이트로 구성된 내장재와 알루미늄 bezel로 구
성된 단말 mock-up내에 5G 안테나 모듈이 위치된다. Probe 
station을 사용한 반사 계수의 측정 결과는 [그림 9]와 같이
20 GHz에서 36 GHz까지 3D full wave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측정된 이중 편파 겸용
안테나의 교차 편파 특성은 [그림 10]과 같으며, 28 GHz에

서 35.07 dB의 차이를 보이며, 계산된 방사 효율은 89.74 %
였다. 이를 통하여 설계된 이중 편파 겸용 안테나 구조는 28 
GHz에서 end-fire 수평 편파 배열 안테나로 동작함을 확인하
였다.

[그림 11]은 빔 조향 각도에 따른 5G 1×4 end-fire 위상 배
열 안테나의 시뮬레이션 방사 패턴을 나타낸다. 28 GHz에서 
안테나 이득의 최댓값은 9.2 dBi이었으며, 엔드 파이어 방향
(boresight at θ = 0°)으로 방사하였다. 4 bit 위상 천이기의
사용을 가정하였으며, 22.5° 단위의 위상 조절에 따라 ±49°
의 빔 조향 범위(beam scan range)를 확인할 수 있다. 단일
배열모듈에서 90도이상의빔조향이가능하므로단말의상, 
하단에 [그림 8]과 같이 2개의 sub-array를 배치한다면 전 방
향으로 빔 조향이 가능하게 된다.

3-3 차세대 단말 안테나의 구조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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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iP의 절단면 스택업 예시[23]

[그림 13] CMOS 칩 환경의 스택업 예시[27]

[그림 11] 5G 1×4 end-fire 위상 배열 안테나의 방사 패턴

기존의 단말 안테나는 RF 집적 회로(RFIC)와 분리되며, 
50 Ω의 특성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동축 케이블, C클립 등의
부품들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 칩 모듈(multi-chip 
module) 방식의 구성은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급격한 신호
감쇄를 초래하며, 이는 EIRP와 잡음 지수를 저하시킨다. 따
라서 기존의 단말 안테나와 달리 RFIC를 5G 안테나와 매우
근접하게 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21].
기존 마이크로파 대역 단말 안테나에 대비하여 밀리미터

파 대역 단말 안테나는 비교적 짧은 파장에 의하여 전류 분

포 면적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전체 단말의 접지면(ground)
의영향이작아진다. 이러한특징속에서차세대단말안테나
는 크게 AiP와 AoC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22].
먼저, AiP는 안테나, RFIC, 그리고 소자들을 하나의 시스

템에 도입한다. AiP는 고집적이면서 많은 비아가 사용되기
때문에 정교한 vertical interconnect가 5G 단말 안테나로서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또한, [그림 12]와 같이 AiP는 공정과
기판 선택에 제한 받지만, 고집적 및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다[23]. 안테나 기판의 경우, 손실 특성이 좋은 LTCC와 같
은 다층 세라믹 공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24]. FR4와 같은
기존의 저가 PCB의 경우, 고밀도 기판에 비해 손실 특성이
떨어지나, 단가 및 현재 기기와의 호환성 등의 요인에 의하
여 AiP의 후보로 여전히 남아있다.

AoC의 경우, 디지털단과 front-end RF 단을 동일 실리콘
다이에 합치기 때문에 interconnection을 피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경우, 와이어 본딩(wire-bonding)과 같은 interconnection
에 의한 손실을 제거할 수 있다[25]. 이런 AoC는 반도체 공정
기술에 따라 설계의 자유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GaAs 

공정에 대비하여 표준 실리콘 기술에서는 비아와 접지의 연

결이 어렵다. 또한, [그림 13]과 같이 표준 실리콘 기술은 기
판의 낮은 저항 및 높은 유전율의 특징에 의하여 방사 효율

이 매우 낮다[2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높은
임피던스 경계를 구현하는 인공 자기 도체(artificial magnetic 
conductors: AMCs)가 연구되어왔다. 이러한 AMC 패턴은 파
장의 배수의 크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 웨이퍼 당

다이의 총 수량 감소로 인한 비용 상승이 동반된다.

3-4 5G 모바일 안테나의 새로운 대안 - AoD

에지 투 에지(edge-to-edge) 디스플레이의모바일 트렌드를 
충족시키기 위해 antenna-on-display(AoD) 개념이 참고문헌
[28]에서 제기되었다. AiP 및 AoC는 단말기의 bezel-less 트
렌드에 따라 안테나 소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임

에 반면, bezel이 감소함에 따라 역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디
스플레이를 사용하는 AoD에 대한 연구는 5G 통신의 연구
와 함께 시작되고 있다. AoD용 안테나는 인간의 눈에 보이
지 않도록 투명안테나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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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다이아몬드 그리드 패치 안테나의 반사 특성 (S11)[27]

[그림 16] AoD를 위한 투명 디스플레이 안테나 어레이 예시

[그림 17] 1×16 AoD Array의 E-plain과 H-plain의 방사패턴

[그림 14] 다이아몬드 그리드 셀과 제작 된 형태[27]

5G 통신을 위한 어레이 구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5G 스펙
트럼에서 고효율 안테나 어레이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디스플레이 영역에 내장된 광학 투명 안테나[28]가 제

안 된 것이다.
한편, 나노 기술을 둘러싼 최근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투

명 전도성 산화물(TCO), 그래핀(graphene)[29], 은 나노 와이
어(AgNW)[30], 탄소나노튜브(CNT), 와이어메탈메쉬(WMM) 
[31], AgHT 필름[32], 다층 필름(MLF)[33] 및 마이크로 메탈 메
쉬 필름(MMMC)[34]과 같은 전도성 필름(TCF)이 여러 투명
안테나의 재료로 고안되어 왔다. 그러나 위의 재료들은 안
테나와 디스플레이와의 통합의 문제, 실제 모바일 단말 내
의 실장 문제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박막 공정을
통해 [그림 14]와 같이 약 200 nm의 두께를 갖는 다이아몬
드 그리드 셀을 형성하여 앞서 언급하였던 문제를 참고문헌

[28]에서 해결하였다. 광학적으로 투명한 금속 다이몬드 그
리드 셀을 통해서 제작된 패치 안테나는 약 88 %의 광 투과
율과 3.22 Ω/sq의 면 저항을 갖는다.

[그림 15]는 AoD용 단일 투명 패치 안테나의 주파수 특
성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된 안테나는 광대역 특성을 지니
며 28 –37 GHz에서 공진 한다. 또한 이득은 약 2.5 dBi 임
을 ANSYS HFSS 시뮬레이터 상에서 확인 하였다. [그림 16]
은 해당 안테나의 배열 예시이며 고안 된 1×16 안테나 어레
이는 [그림 17]과 같이 약 12.77 dBi의 안테나 이득과 약
13.96 dB의 사이드 로브 레벨(SLL)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AoD 접근법은 모바일 단말로 대표되는 통신 분야 뿐만 아
니라, 레이다, 센서 등 광범위한 활용 분야가 기대된다.

Ⅳ. 모바일 외 안테나 설계 및 이슈 - 주파수 선택적 

표면 기반의 리피터 시스템을 중심으로

밀리미터 대역에서는 전파의 파장이 짧아짐에 따라 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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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Transmit array 단위소자 구조에 활용되는 impedance 
matching layer[36]와 Fabry-Perot cavity[37]

[그림 19] Reflect array 단위 소자 구조의 다중 공진 구조와 단
위 소자의 적층 구조

성이 감소하고, 자유 공간 손실이 증가하여 전파의 음영지
역이 기존의 무선통신 대역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다. 특히
non line of sight(NLoS)와 같이 안정적인 무선 통신 채널을
구성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무선 통신의 단절까지 초래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피터 시스템이 주
로 활용되어 왔다. 리피터로 주로 사용되는 3차원 반사체의
경우, 부피가크고 별도의 3차원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
용의 폭이 제한적이다. 주파수 선택적 표면 기반의 리피터
를 사용하는 경우, 부피가 작고 평면형으로 구현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파수 선택적 표면은 입사파와 반
사파, 투과파의 빔 형성에 따라 transmit array, reflect array, 
polarization converter, electromagnetic absorber 등으로 분류된
다[35].

4-1 Transmit Array

Transmit array는 전파가 불균일한 단위 소자(unit cell)로
구성된 주파수 선택적 표면을 투과할 때 발생하는 위상 지

연의 차이를 이용하여 빔 포밍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단위
소자 간 위상 지연의 차이는 인접한 단위 소자와의 임피던

스 차이를 통해 발생한다. Transmit array 단위 소자의 임피
던스는 단위 소자의 공진을 이용하여 가변할 수 있다. 단위
소자의 공진 주파수 근처에서 임피던스가 급격히 변하여 투

과하는 전파의 위상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는 빔을 조
향하기에는 유리하지만,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는 공기와

단위 소자 간의 임피던스 부정합으로 투과하는 전파의 크

기가 매우 작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그림 18]과 같이
transmit array의 단위 소자에 impedance matching layer(IML)
를 추가하여 공진 주파수 대역에서도 공기와의 임피던스 정

합을 할 수 있고[36], Fabry-Perot cavity 구조를 활용하여 비공
진 단위 소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37].

Transmit array는 저 전력으로 빔 조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빔 형성 시스템에 주로 활용되는 위상배열 안테나의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금속 케이스 내부에서 전파가
차폐되어 방사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케이스 내부의 전파

굴절을 통하여 금속 케이스 외부로의 방사를 개선하는 목적

으로 모바일 기기의 내부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4-2 Reflect Array

Reflect array는 표면에 도달하는 전파의 위상 차이를 보상
하여고지향성안테나빔을구현하기위해 Berry에의해 1960
년대 처음 소개되었다[38]. Reflect array의 단위 소자는 입사
파와 반사파 사이의 위상 변화가 클수록 임의의 구조에서

원하는 빔 포밍 구현이 가능하다. 입사파와 반사파의 위상
변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위 소자의 공진을 활용한다. 
Transmit array의 단위 소자와 달리 공기와 임피던스 매칭의
설계의 제약은 더 적다. 그러나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 작동
하는 reflect array의 단위 소자는 작동 주파수의 대역이 좁
다. 단위 소자에 입사하는 전파와 반사하는 전파의 위상 차
이를 크게 하면서 광대역으로 reflect array가 작동하기 위해
[그림 19]와 같이 단일 단위 소자 구조에서 다중 공진[39]을

활용하거나, 단위 소자를 적층하여 다중 공진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다[40]. 

Reflect array는 T자형 복도 구조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NLoS의 실내 무선 통신 환경에서 안정적인 무선 통신 채널
을 형성할 수 있다. 기존의 금속 반사판들이 주파수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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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ircular polarization converter의 3 dB axial ratio와 수
직, 수평 편파의 위상 차이

종류 기술 복잡도 손실
전력

소모

스위칭

시간

Lumped
elements

PIN diodes + - - +
Varactor diodes + - + +

RF-MEMS + + + 0

Hybrid
Ferro-electric

thin film 0 0 + +

Tunable
materials

Liquid crystal 0 - 0 -
그래핀 0 - + +

Photoconductive 0 - - +

Mechanical
Fluidic 0 0 + -

Micromotors - + 0 -

(‘+’는 우수, ‘0’은 보통, ‘-’는 미달)

<표 1> 주파수 선택적 표면의 능동 제어 방법의 성능 평가

지표 비교
[그림 20] 비대칭 금속 선 구조의 linear to circular polarization 

converter[42]

없이 동일한 반사 전파의 빔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reflect 
array는 입사되는 전파의 주파수에 따라 반사되는 전파의 빔
을 형성할 수 있어 전파의 필터로써도 활용될 수 있다.

4-3 Polarization Converter

Transmit array와 reflect array가 입사하는 전파에 대하여
다른 형상을 가지는 단위 소자들의 배치로 이루어진 불균일

주파수 선택적 표면으로 빔 형성을 한다면 polarization con-
verter는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단위 소자로 구성된다. 단위
소자를 투과 또는 반사하는 전파의 수직 편파 성분과 수평

편파 성분은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다른 위상 지연의 차이

를 갖는다.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의 위상 차이는 수직, 수
평 방향의 금속 형상의 비대칭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
때 주로 사용되는 구조는 예루살렘 크로스 링[41], 비대칭적
금속 선 구조[42] 등이 있다. [그림 21]과 같이 Polarization을
투과 또는 반사하는 전파의 축비(AR)가 3 dB 대역를 만족시

키며, 수직, 수평 편파간 위상 차이가 ±90가 될 때 선형 편
파를 원형편파로 변환할 수 있다.

Polarization converter는 전파가 단일 선형 편파(수직 또는
수평)로 송신부에서 전송되는 경우, 전파 진행 중 발생하는
복수의 반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 수신 간의 편파 부정합
을 줄일 수 있다. 또한, polarization converter를 활용하면 송, 
수신 안테나간의 편파를 서로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무선 통

신 채널의 형성이 가능하다.

4-4 Reconfigurable Technology

기존의 주파수 선택적 표면의 능동적 빔 형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능동 소자를 단위 소자에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단위 소자와 능동 소자
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bias line, 능동 소자의 작동 주파수 대
역 제한 등의 문제로 해당 기술의 적용이 매우 복잡하다. 이
로 인해 단위 소자의 설계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는 더욱 증

가하였다. 단위 소자와의 결합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43].

Ⅴ. 결론 및 향후 고려사항

5G 통신의 마이크로파와 밀리미터파 대역이 공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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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무선 통신 기술인 5G 통신의 향후 구체적인 발전
방향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이번 논문은 5G 통신의 핵
심 근간 기술 중 하나인 안테나 구현 기술을 크게 3가지의
방향성에 따라 분류 후 세부적인 방법론, 난제,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으며, 향후 5G 안테나 연구에 길잡이로 활용되
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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