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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기반의 RF/안테나 기술동향
이 재 욱․김 상 태

한국항공대학교

Ⅰ. 개  요

1984년에 Charles Hull에 의해 발명된 3D 프린팅 기술은
Health Care 기구를 3D 프린터로 제조하면서 연구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Laser Sintering 기술개발
로 대량제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자동차를 비롯하
여 무인비행기, 의약품, 생체의학 보조장비를 3D 프린터로
제작함으로써 차후 디자인 시장 및 제조기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D 프린팅과 관련된 산업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적층방

식으로는 먼저 다른 가공기술과 구분되는 큰 차이점이 될

수 있는 기술로서 입체적인 제조를 통하여 원하는 물체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일명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AM)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이전의 제조기술이 입체물
및 목표구조를 자르거나 깎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절삭가공

(Subtractive Manufacturing)과는 반대의 제작공정을 가지고

있다. 적층방식(layer-to-layer integration)에는 압출(material 
extrusion), 분사(material jetting), 파우더 소결(powder bed 
fusion), 광경화(photopolymerization), 시트접합(sheet lamination), 
인발(wire) 등이 있다.

RF 시스템 및 안테나관련 산업에서도 이와 병행하여 기
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부품 및 시스템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제작기
술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이유로는 제작하고자 하는 부품

의 크기 및 복잡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중에서도 크
기 및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제작단가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

이다. 반면에, AM 방식은 거의 일정한 단가를 유지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은 3D 프린팅 기술의 적층방식에 따른 다양한 기
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주로 다루는 세 가지 형태의 3D 프린팅 방법

으로는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SLA(Stereo-Litho-

적층방식 기술명

Extrusion(압출)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Jetting(분사)
MJM(Multi Jetting Modeling)

Polyjet
3DP(3 Dimensional Printing)

Light polymerised
SLA(StereoLithography Apparatus)

DLP(Digital Light Processing)

Granular 
sintering(Melting)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SLM(Selective Laser Melting)
EBM(Electron Beam Melting)

Directed energy 
deposition DMD(Direct Metal Deposition)

Wire(인발) EBF(Electron BeamFreeForm Fabrication)
Sheet lamination LOM(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표 1> 프린팅 방법[1]

graphy) 그리고 SLS(Selective Laser Sintering)이 있으며, 일반
적으로 FDM 방식은 낮은 손실의 재료를 사용하고 출력물
의 해상도가 높지 않은 반면에, SL 방식은 높은 해상도와
부드러운 표면 마감처리가 좋으나, 재료자체가 손실이 높은
편이다.

Ⅱ. RF 시스템 및 부품

일반적으로 재료측면에서 보면, 3D 프린팅 기술은 크게
비금속 프린팅과 금속 프린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
지는 주로 비금속용 프린팅 기술이 마이크로웨이브 부품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품
중에는 Ku-Band에서 동작하는 corrugated conical horn[2], 
X-band용 Luneburg 렌즈[3], UHF 대역에서 동작하는 FSS 
(Frequency Selective Surface)[4], 100 GHz용 유전체 반사판 어
레이[5], W-band용 도파관[6] 등이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몇
몇의 부품들은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된 것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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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ipline (b) Suspended microstrip

[그림 1] 전송선로[7]

[그림 2] 전송선로 S-parameters[7]

(a) 분리된 공진기 (b) 공진특성

[그림 3] X-band resonator

서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장 기본적인 구조인 전송선로(Transmission Line)를 비롯하여 
공진기(Resonator), 여파기(Filter), 도파관 슬롯안테나(Wave-
guide Slot Antenna), OMT(Orthomode Transducer), 급전 혼
(Feed Horn) 등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 때 3D 프린팅 기술이
아래에 기술하는 부품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활용가치는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1 Transmission Line & Resonator[7],[8]

본 보고서에서는 SL과 FDM 방식의 기판재료와 도체필
름을 이용한 전송선로 구조의 전달특성을 DC에서 마이크로
파주파수 대역까지 어떻게 모델링되고 측정되는지를 보여

주는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는 6종류의 다른 전송선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체코팅으로 Cu와 Dupont사의 CB028을 활용한 다양한 구
조의 선로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Full 3DP”의 의미는 도체성 물질의 코팅작
업과 유전체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것을 하나의 공정

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교를 위해 [그림 2(a)]는
일반적인 샘플인 Rodgers RT/Duroid 5870을 유전체로 사용
하는 경우의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과 측정결과
로부터 전송선로의 제작 및 전기적인 특성이 3D 프린팅 기
술로도 보장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RF 및 마이크로웨
이브 회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송선로의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구조는 마이크로웨이브의 수동부품 중

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Resonator 구조이다. 3D 프
린팅 기술의 주요한 성질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복잡한 결

합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부피감소와 함께 전체 구조를 CAD 
파일로부터 얻은 형상을 디지탈 설계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싼 공정인 SLS 또는 DMLS 공정을 이용하지 않
는다면 대부분은 플라스틱모델로 필요한 형상을 구현한 후

플라스틱 모델의 표면에 은 또는 금으로 도금을 하는 방법

이 일반적이다. 예로서 [그림 3(a)]는 도파관을 반으로 분리
한 형태로서 분리하여 제작한 후 내부표면에 금속가공 처리

를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b)]는 공진특성의 실험 및 이론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공정상의 약간의 부정확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론
적인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2 Filter[9]

오랫동안 통신시스템에서는 도파관을 활용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많은 이유 중에서도 저손실이며, 고출
력의 전력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마이크로스트립 및

동축선로 부품들에 비해서 장점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도
파관을 폴리머를 사용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
작한 후 금속재질의 성분을 표면처리로 활용함으로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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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개의 공진구조가 연결된 여파기 기본구조

(b) 여러 종류의 공진구조에 따른 전달특성 및 차단특성

[그림 4] X-band 여파기[9]

(a) 여파기 내부구조

(b)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 여파기의 측정성능 및 시뮬레이션 결과[9]

원 구조의 마이크로웨이브 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장
점으로는 아무리 복잡한 구조이더라도 층을 계속 쌓는 기술

(layer-by-layer)인 적층 가공기술로서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
도의 해상도로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a)]에서 제시된 구조는 구형공진기(Spherical Res-
onator)에 기반을 두고 설계된 X-대역 도파관 필터를 보여
주고 있다. 차단특성이 우수한 Chebyshev Type의 응답특성
을 갖는 여파기를 설계하였으며, 10 GHz에서 중심주파수가 
있고 대역폭이 약 5 %이며, 통과대역내의 반사손실(return 
loss)이 약 20 dB이다. [그림 4(b)]에서 알 수 있듯이 시뮬레
이션 결과로는 “Olympic Topology”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가장 차단특성이 우수하다. 또한, 참고를 위해 3D 프린팅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직사각형 도파관으로 제작한 여파기

의 특성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진구조의 Unloaded 
Q를 높이기 위해 구형형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3D 프
린팅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a)]는 제작된 공진기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
체도금을 위해 25 μm 두께의 구리로 도금을 하고 있다. 도

금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히 하기 위해 3부분으로 분리하여
진행한 예이다. 이 때 측정된 결과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5(b)]에서 볼 수 있으며, 두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3 Waveguide Slot Antennas[10]

일반적으로 도파관 형태의 슬롯배열 안테나는 높은 이득

과 도파관을 사용함으로 인한 저손실 및 배열로 인한 넓은

개구면 크기가 확보되는 구조의 안테나이다. 주파수 대역도
수 GHz에서 수백 GHz까지 사용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일반 도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가공이므로 soldering, 
brazing, block machining, plate assembling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측면에서 보면 단위부피당 비용이 증가하게 된

다. 일반 패치어레이(patch array)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슬
롯어레이가 가지는 중요한 단점 중의 하나는 제작공정상의

복잡성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SIW(Substrate 

Integrated Waveguide)어레이 구조가 있으나, 이 구조 또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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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파관에 추가적인 구멍(holes) 또는 슬롯(slots)이 있
는 경우[10]

(a) 3D 프린팅 구조

(b) CST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 Open-ended slot array antenna[10]

(a) 컴퓨터 디자인 모델

(b)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슬롯어레이

(c) 시뮬레이션 및 측정된 안테나 패턴

[그림 8] 12 GHz에서 동작하는 6×6” 슬롯어레이[10]

전체 손실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
간, 비용 및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들을 극복하는 방법
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설계자의 요구대
로 3D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최대 해상도를 갖도록 추가 비
용 증가 없이도 다양한 구조변경을 통한 변수최적화를 수

행해 볼 수 있다. [그림 6]은 종단 개방형 슬롯 어레이를 3D 
프린팅 기술로 구현한 것이며, 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만약 [그림 7]과 같이 추가적인 구멍 및 슬롯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도파관 공정으로는 상당히 많은 공정과정

이 필요하나, 3D 프린팅의 경우에는 간단히 디자인 CAD 파
일의 변환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8(a)]는 [그림 7]과 달리 추가적으로 여러 구멍들과

슬롯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의 CAD 모델링을 의미하며, [그
림 8(b)]는 이를 3D 프린팅 기술로 재현한 그림이다. 또한, 
방사패턴과 이득까지 고려한 시뮬레이션 및 측정결과를 [그
림 8(c)]에 보여주고 있다.

2-4 Orthomode Transducer/Slotted Waveguide[11]

일반 레이다 시스템 또는 무기체계 시스템에서는 이중편

파의 특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두 개의 직교편
파의 격리도(Isolation) 특성을 향상시키는 부품으로 이중편
파 안테나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도파관형 OMT(Orthomode 
Transducer)에 관한 SLA(Stereolithograpgy) 3D 프린팅 기술
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9]의 구조의 전기적 성능을 위해서 최소반사와 직
교모드간의 입력 간 최대격리도를 달성하기 위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main arm으로 구형도파관(rectangular waveguide)
과 연결되어 있으며, 종단에 연결된 horn antenna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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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OMT 및 혼 안테나[11]

(a) 단일구조 (b) 분리된 구조

[그림 10] OMT-혼 안테나의 두 가지 제작방법[11]

(a) S-parameters

(b) Main arm으로부터의 여기된 신호의 방사패턴

[그림 11] 대칭적으로 나눈 구조의 OMT-혼 안테나의 전기적
특성[11]

는 대칭인 구조를 띠고 있다. 또한, 다른 직교모드는 side 
arm과 연결되어 있으며, 비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제안된
구조는 금속으로 표면처리를 하였으며, 이 때 구리로 두껍
게 코팅처리를 하였다.

[그림 10(a)]는 전기적인 결합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도 견고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하나의 단일구조로 가공한
것이며, [그림 10(b)]는 내부의 표면처리 시 금속코팅 처리과
정에서 더 나은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재결

합 편의를 위해 대칭적으로 반으로 나누어진 구조를 하고

있다. 
두 개로 나누어서 전기 도금한 경우에는 표면처리는 내

부 및 외부 모두 고른분포로 균일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두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합시에 생
기는 완벽한 접촉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기적인 불연속으

로 인한 전자파현상에서 요구되는 성능에 약간 부족한 부분

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8(b)]에서 보면 측정된 Co-pol 특
성의 방사패턴이 시뮬레이션 패턴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5 Feed Horn[12]～[14]

장거리 통신, 레이다 등에 활용되는 반사판 안테나의 급
전 안테나로써 혼 안테나는 많이 사용되어지며, corrugation, 
spline, interpolation profile 등의 구조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
한 복잡한 구조를 제작하기 위해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표 2>는 3D 프린팅한 출력물을 금
속재질로 표면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손실, 비용, 표면상태
등을 정리한 표이다. 플레이팅(Plating) 방법은 표면처리가
불완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추가
적으로 스퍼터(sputter) 방법을 수행하여 표면처리가 불완전
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12].

<표 2>는 표면처리 방법에 따른 표면거칠기 정도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2]는 안테나를 구리테이프로 표면처리
한 것과 도체성 페인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혼 안테나이다. 
두 안테나 모두 25～40 GHz에서 —10 dB 이하의 반사계수
를 보이고 있고, 28～38 GHz에서 구리로 표면처리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며, 두 안테나 모두 21.8 GHz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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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ing technique
Measure results

Atten. Cost($) Surface quality
Sputtered polymer 1.5～2 ～150 25 μm roughness

Plated polymer 0.1～0.36 ～150 25 μm roughness
Plated polymer half-split 0.03～0.12 ～150 25 μm roughness

Aluminum DMLS 0.02～0.7 ～2,000 30 μm roughness
Metal machining 0.004～0.008 ～200 ~0.3 μm roughness

<표 2> Comparison of the 3D printing techniques[12]

    

[그림 12] 표면에 도체성 페인트와 구리테이프를 활용하여 구현한 혼 안테나[13]

[그림 13] 도파관을 이용한 시편 특성 측정[15]

[그림 14] 단락판의 코팅 silver-copper코팅(왼쪽) nickel 코팅(오
른쪽)

cutoff frequency를 갖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빔 폭과 이득은
구리 표면처리가 21°BW, 18.6 dBi 그리고 구리테이프를 붙
인 경우 19°BW, 9.4dBi로 측정되었다.

Ⅲ. 도파관 제작 및 실측

3D 프린팅 기술로 도파관을 제작하기 위해서 출력 재료
는 적절한 강도를 갖는 전도성 물질을 필요로 한다. SLS 방
법과 같이 출력물 전체를 금속 분말을 재료로 프린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운용비용이 높다. FDM 방법은 적은 비용으
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폴리머를 재료로 프린팅하기 때문에
큰 전도도를 갖도록 금속 재질 성분으로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폴리머로 출력한 제품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하여 적은 비용으로 경량화 제품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표면처리에는 일반적으로
에어로졸 형태의 전도성 코팅제를 분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도성 측정을 위해서는 [그림 13]에 보듯이 도
파관 사이에 표면처리된 폴리머 시편을 끼워 주파수응답 특

성을 확인하여 표면처리 적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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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1의 크기

   

(b) S11의 위상

(c) S21의 크기

   

(d) S21의 위상

[그림 15] Silver-copper 코팅과 nikel 코팅을 이용한 구형도파관의 S11과 S21의 특성

도체 전도도

Silver 6.17×107

Copper 5.80×107

Gold 4.10×107

Nickel 1.45×107

<표 3> 전도도

3-1 전기전도도 시험

전도성 코팅제의 전도도 특성은 폴리머로 출력한 단락판

(shorting plate)를 표면처리하고, 그 주파수 응답특성을 측정
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일반적인 도체특성을 갖는
매질의 전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는 각각 니켈 코팅제와 구리-은 코팅제로 표면
처리한 단락판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다. 두 코팅제 모두 높
은 전기전도도를 갖지만 주파수 응답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다. 반사특성은 비슷하며, 전도체 특징을 보이고 있다. 9 
GHz에서 10.5 GHz까지는 투과특성 역시 비슷한 응답특성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5 GHz 이상에서 투과는 니켈코
팅의 경우가 더 많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S21의 위상

은 구리-은 코팅에 비해 니켈 코팅이 주파수에 대해 선형적
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좀더 PEC 특성에 가까운 구리-은
코팅제를 표면처리에 사용하였다.

3-2 구형 도파관

폴리머로 출력한 도파관은 내부를 표면처리를 위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출력을 하며, 표면처리 후 각 부분은 볼트/
너트로 조립되었다([그림 16]). 제작된 도파관은 WR-90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되었으며, 어댑터와 체결하기 위한
플레이트는 FBP-100에 맞추었다. 도파관의 전체 길이는 90 
mm이다. 전기적인 특성은 [그림 17]에 나타나 있으며, 도파
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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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구형 도파관(Rectangular WG) [그림 18] Silver-copper 코팅과 분리된 혼의 내부

(a) 크기

(b) 위상

[그림 19] 주파수 응답특성

(a) 크기

(b) 위상

[그림 17] 주파수 응답특성

3-3 혼 안테나

[그림 18]에서 보듯이 혼 안테나 역시 두 부분으로 나뉘
어 출력되었고 안테나 급전부는 WR-90, FBP-100 규격에 맞
추어 제작되었다. 출력한 각 부분은 구리-은 코팅제로 코팅
후 볼트-너트로 조립되었으며, 제작된 혼 안테나는 CST 시
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19]는 제작된 혼 안테나의 반사특성을 보여주는 것

으로 측정치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매우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D 프린팅 기술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Ⅳ. 결  론

3D 프린팅 기술은 MIT에서 10대 혁신품목중 하나로 선
정된 이후 생활공간 및 산업공간에서 많은 변화를 선도하

고 있으며, 특히 공정측면에서 보면 시제품의 제작비용 및
시간절감, 다품종 소량생산, 개인맞춤형 제작 용이,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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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실물제작간의 시간효율개선 재료비 절간우위, 제조공
정의 간소화 등으로 대표되는 여러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

다. 이는 RF 시스템 및 안테나에 활용되는 많은 소자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많은 개선점을 갖게 될 것으로 기

대된다. RF 관점에서만 보면 다양한 금속 코팅재료를 활용
하고,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분리형 플라스틱 부분을
잘 결합하면 실제로 단일 금속공정으로 얻은 부품의 전기적

성능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개발시간 단축, 정교한 제품 모델링, 2D 평면공간의 3D 
공간으로의 확장과 같은 다양한 응용가능성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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