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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파수 선택 표면 구조(Frequency Selectiv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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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기술이란 유전기판 위에 전도성 패턴이 주기적

으로 배열된 전자기 구조로 공간필터 역할의 구조이

다[1]. FSS 구조는 주기적으로 배열되는 하나의 패턴을 

단위구조라 하며, 단위구조가 무한히 배열된 주기구조

에서 이상적인 주파수 성능을 갖는다. FSS 기술은 전

자파 흡수체, 실내공간 전파 제어, EMI/EMC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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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electromagnetic effects on the discontinuity structures of the frequency selective radome in 
manufacturing process based on the X-band were analyzed. In order to fabricate a curved radome using a planar 
frequency selective surface structure, it is assumed that gaps, slanted gaps, pattern damage, and pattern 
misalignment between FSS patterns, which are discontinuous elements that can occur at the joint surface of the 
FSS panel. FSS specimens including continuous elements were fabricated and the frequency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in a free space measurement environment. From the measurement results, resonance 
frequency shift, transmission performance degradation, and bandwidth variations were found to be the largest when 
the damaged pattern was bonded to the junction of FSS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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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의 RCS 
저감을 위해 레이돔 구조에 응용되고 있다[2-4].
  일반적으로 FSS 구조는 평면형 유전기판 위에 전도

성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인 PCB(Printed Circuit Board)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평면형으로 제작된 FSS 시트를 

곡면형 레이돔 구조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작

기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FSS 시트가 겹치지 않고, 일

정한 배열상태로 적용하기 위해 레이돔 구조를 분할

하여, 레이돔 형상에 맞게 제작된 유한배열의 FSS 패

널을 결합하는 조립형 구조의 제작방식이 유리하다[5]. 
이와 같은 제작방식의 경우, 평면형 FSS 시트의 절

단, 성형, 접합 등의 가공과정을 통해 FSS 패널을 제

작하고 이를 조립하여 레이돔 구조로 제작하는 방식

으로 일정한 배열상태를 갖지만, FSS 패널의 접합면

에서 FSS 패턴은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구조로 

제작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배열된 FSS와 레이돔의 

크기 불일치로 인한 접합면에서 FSS 패턴의 절단, 평

면형 FSS를 곡면형 레이돔 구조에 적용하는 과정에

서 접합단에서 FSS　패턴의 배열이 어긋나는 등 다양

한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FSS 패널의 접합단에서 패

턴 불연속이 발생하게 된다[6]. 무한배열 주기구조에서 

특정 주파수 투과/차단 특성을 갖도록 설계된 FSS 구

조 내에서 이와 같은 불연속 요소는 전체 레이돔 구

조에서 결함요소로 판단되며, 결함요소에 의한 주파

수 투과/차단 대역의 오차, 성능 저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FSS 불연속 요소에 의한 영향 분석이 필

요하다[7-9].

  Fig. 1. Discontinuity FSS in the application of the 

radome structure of a planar FSS

  본 연구에서는 FSS 레이돔 구조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결함요소 중, 다수의 FSS 패널을 조립하

는 레이돔 제작방식을 가정할 때 발생 가능한 결함요

소로 FSS 패널의 접합면에서 FSS 패턴 불연속 요소

에 대해 영향 분석을 목표로 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불연속 요소를 구체화하고, 접합면의 불연속 요소를 

포함하는 평면형 FSS 시편을 제작하여 자유공간 측정

환경에서 주파수 투과특성 측정을 통해 불연속에 의

한 전기적 성능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전기적 성능변

화에 큰 영향이 있는 결함요소를 탐색하였다.

2. 불연속 요소를 포함하는 FSS의 제작

  FSS 레이돔의 제작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제작오차

로 크게 FSS 패턴의 불연속과 복합재의 전기적 물성

변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FSS 패턴 불연속에 대해 

접합면에서 발생 가능한 패턴 불연속 시나리오를 가

정하여 측정을 통해 영향분석을 진행하였고, 레이돔 

제작공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재의 전기적 물성변화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파수 성능변화를 확인하

였다.
  레이돔 제작과정에서 발생가능한 FSS 패턴 불연속

의 영향분석을 위해 결함요소를 세분화하고 FSS 패

널 조립형 레이돔 구조의 제작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연속 요소를 탐색하였다. FSS 패널 조립형 레이돔 

구조에서 FSS 패널의 접합면은 구조적으로 접합되어

있지만,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실제 제작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FSS 패널의 모

든 접합면에 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으며, 분석하

고자 하는 모든 불연속 요소의 접합면에 틈을 적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접합면에서 발생 가능한 결함요소

로 결함 없는 온전한 FSS 패턴이 접합되는 접합면의 

틈, 접합면의 FSS 패턴의 손상, 접합면의 FSS 패턴의 

오정렬을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FSS 레이돔은 적층

형 구조로 설계되며, 본 논문에서는 전기적 성능 변

화에 영향이 큰 불연속 요소 탐색을 위해 단일평면

(single-layer)의 FSS에 대해서 영향 분석을 진행하였

다. FSS 불연속 영향 분석을 위한 단위구조 설계로 

패턴 형상에 의한 설계 요소를 최소화하고, 결함에 

의한 성능 오차 분석을 위해 기본구조인 사각구조를 

이용하였으며, 입사파의 편파와 입사각 안정성이 좋

고, 넓은 대역폭을 갖는 특징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

는 10 GHz 대역에서 선택적 투과특성을 갖는 사각 

루프 슬롯(Square loop slot) 형태의 단위구조를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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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전자기 해석 소프트웨어인 Ansoft사의 HFSS
를 이용하였다. 설계된 FSS 단위구조는 10.06 GHz에
서 97.85 %의 최대투과성능을 가지며, 90 % 투과성능

을 기준으로 2.6 GHz 대역폭을 확인하였으며, 설계된 

단위구조를 Fig. 2(a)에, 제작 사진을 Fig. 2(b)에 나타

내었다.

 

      (a) Unit cell            (b) Fabricated FSS

Fig. 2. Unit cell and Fabricated FSS

    

     (a) Uniform gap            (b) Tilted gap

    

    (c) Cutting pattern        (d) Misaligned pattern

Fig. 3. Fabricated defect FSS

  FSS는 FR4 에폭시 기판위에 PCB 방식으로 제작하

였으며, 불연속 요소를 포함하는 제작된 FSS 구조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는 패턴의 손상 및 오정

렬 없이 FSS 패널이 온전하게 접합되는 경우에 접합

면에 일정 간격의 틈이 발생한 구조로 1 mm, 3 mm, 
5 mm로 틈의 크기를 가정하였다. Fig. 3(b)는 곡면형 

레이돔 구조 적용 과정에서 틈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

고, 기울어진 틈이 발생한 구조로, 1°, 3°, 5°로 틈의 

정도를 가정하였다. Fig. 3(c)는 레이돔 형상에 맞게 

FSS 패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FSS 패널의 가장자리

에 패턴 절단이 발생하여 손상된 패턴이 접합된 구조

로, 단위구조 크기에서 1 mm, 3 mm, 5 mm의 패턴 손

상을 가정하였으며, 동시에 1 mm, 3 mm, 5 mm의 틈

을 포함하는 구조로 가정하였다. Fig. 3(d)는 레이돔 

형상에 맞게 제작된 FSS 패널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접합단에 FSS 패턴이 어긋난 구조로, 어긋남의 정도

가 최대인 단위구조의 절반이 어긋난 구조에서 틈의 

크기로 1 mm, 3 mm, 5 mm를 가정하였다. 제작된 시

편의 전체 영역에서 틈의 영역과 전체 패턴 중 손상

된 패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Ratio of defect area and defect pattern

Defect case Defect area (%)

Uniform gap 
(mm)

1 mm 0.5 %

3 mm 1.5 %

5 mm 2.5 %

Tilted gap
(degree)

1° 0.87 %

3° 2.62 %

5° 4.36 %

Defect case Defect pattern (%)

Cutting pattern 9.1 % (44/484)

  레이돔 제작공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재의 전기적 

물성변화의 경우, 제작 오차 요소로 유전특성을 갖는 

재료의 유전율, 손실탄젠트, 두께가 있으며, 이에 대

해 앞서 설계한 FR4 에폭시를 기판으로 하는 사각구

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성변화에 따른 

주파수성능 변화를 확인하였다. 유전기판의 유전율이 

증가할수록 중심주파수는 낮은 대역으로 이동하고, 
손실탄젠트가 증가할수록, 투과성능은 감소하며, 기

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중심주파수는 낮은 대역으

로 이동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Fig. 4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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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riation of permittivity

(b) Variation of loss tangent

(c) Variation of thickness

Fig. 4. Variation of dielectric characteristic

3. 불연속 요소를 포함하는 FSS의 측정

  제작된 FSS 시편의 주파수 성능 측정을 위해 자유

공간측정환경에서 주파수 투과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자유공간측정환경은 X대역(8.2~12.4 GHz)의 혼 안테나

와 네트워크 분석기로 구성된다. 측정 시편이 위치하

는 개구의 사이즈는 200×200 mm이며, 시편과 혼 안

테나 사이 측정거리는 1 m이고, 개구면 주위로 흡수

체가 부착된 지그에서 측정하였으며, 자유공간측정환

경을 Fig. 5(a)에, 결함없는 FSS 시편의 주파수 투과특

성 측정 결과를 Fig. 5(b)에 나타내었다.

(a) Free space measurement setup

  (b) Measurement results of frequency transmitted 

characteristic

Fig. 5. Measurement of fabricated 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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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S의 불연속 방향에 의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결함이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구조와 수평방향으로 형

성된 구조로 구분하여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결함요소

의 측정결과는 패턴의 연속적 배열로 구성된 온전한 

FSS 시편의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공진 주파수, 
투과율, 대역폭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함요소

의 측정결과로부터 최대 투과되는 지점의 공진주파수 

와 투과율에 대해서, 결함없는 FSS 시편의 수직입사 

측정결과를 원점으로 하는 공진주파수, 투과율의 성능

변화 비교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FSS 불연속에 의한 

영향이 크고 작음을 판단하기 위해, 중심주파수로 

9.5~10.5 GHz 대역에 존재하며, 이때 90 % 이상의 투

과율을 목표 성능으로 하여, 그래프 상에 중심주파수

로 –6 % ~ +4 %, 투과율로 ±5 %로 목표 성능 영역

을 표시하였다. 결함에 의한 성능 오차가 발생하여도, 
목표 성능을 달성하는 경우에 영향이 적다고 가정하

였고, 목표 성능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 요소에 대해 

주요 성능변화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투과성능은 측정

된 S21 결과로부터 식 (1)로 계산하였으며, 수직, 수평

방향의 결함요소에 대한 주파수 투과특성 측정결과를 

Fig. 6~9에 나타내었다.

   


 ×  (1)

  일정 간격의 틈이 있는 결함의 경우, 수직 결함의 

측정결과 Fig. 6(a)에서, 5 mm 틈의 경사입사에도 공

진주파수 및 투과성능 오차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수평 결함의 측정결과 Fig. 6(b)에서, TE, TM 편

파의 경사 입사 시, 2 % 이하의 투과성능 저하를 확

인하여, 주파수성능 변화, 투과성능 저하에 영향이 적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 Vertical defect          (b) Horizontal defect

Fig. 6. Measurement results of uniform gap defect FSS

  기울어진 틈이 있는 결함의 경우, 수직 결함의 측정

결과 Fig. 7(a)에서, 공진주파수 및 투과성능 오차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능 변화가 가장 크게 발

생한 경우로 TE 45° 입사 시, 5° 기울어진 틈에서 2 
% 이상의 투과성능 저하를 확인하였다. 수평 결함의 

측정결과 Fig. 7(b)에서, 1~5° 기울어진 틈에서 2 % 이
하의 투과성능 변화가 확인되어, 주파수성능과 투과성

능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진주파수 

성능 변화가 가장 크게 발생한 경우로 5° 기울어진 

틈의 경우, TM 45°에서 –230 MHz의 공진주파수 이동

을 확인하였다.

 

     (a) Vertical defect         (b) Horizontal defect

Fig. 7. Measurement results of tilted gap defect FSS

  패턴이 손상된 결함의 경우, 수직 결함의 측정결과 

Fig. 8(a)에서, TE, TM 편파의 경사입사 시, 공진주파

수 이동과 투과전력 성능저하가 확인되었으며, 패턴의 

손상 정도와 성능 저하 사이의 선형성을 확인하기 어

려우며, 이는 패턴 손상으로 인한 형상 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성능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수평 

결함의 측정결과 Fig. 8(b)에서, 1 mm 패턴 손상에서 

투과 대역의 fluctuation 현상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10 GHz 대역에서 투과성능 저하가 크게 발생하여 공

진주파수 이동 및 대역폭 성능 비교를 통한 영향분석

이 어려워 10.12 GHz를 중심주파수로 1 GHz 대역폭

인 9.62 GHz에서 10.62 GHz 사이의 각 투과율로 평균 

투과율을 나타내었으며, 평균 투과율은 식 (2)와 같고, 
3 mm, 5 mm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성능 변화가 크게 

확인되었다. 패턴손상의 경우 목표성능을 달성하지 못

하여 주요 성능변화 요인으로 판단되며, 패턴손상에 

의한 영향분석 및 패턴손상을 최소화하는 제작이 고

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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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P1 : 9.62 GHz에서 투과율

**PN : 10.62 GHz에서 투과율

 

     (a) Vertical defect         (b) Horizontal defect

Fig. 8. Measurement results of cutting pattern defect 

FSS

  패턴이 오정렬된 결함의 경우, 수직 결함의 측정결

과 Fig. 9(a)에서, TE, TM 편파의 경사 입사 시 투과 

성능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5 mm 틈의 경우에 성능 

변화가 가장 크게 확인되었다. 수평 결함의 측정결과 

Fig. 9(b)에서, 1~5 mm 틈에 의한 투과성능 변화가 확

인되지만, 1 % 이하의 투과성능 변화로 패턴 오정렬

의 영향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 Vertical defect         (b) Horizontal defect

  Fig. 9. Measurement results of misaligned pattern 

defect FSS

  전기적 성능변화가 확인된 패턴의 손상, 패턴의 오

정렬 결함에 대해 공진주파수, 투과전력, 대역폭의 성

능 변화를 Table 2와 3에 나타내었으며, Table 2에서 

수직방향의 결함요소 중 1 mm의 패턴 손상의 경우에 

전체적인 성능변화가 가장 크게 확인되었으며, Table 
3에서 수평방향의 결함요소 중 1 mm의 패턴 손상의 

경우에 투과 성능 저하, 3 mm의 패턴 손상의 경우에 

공진주파수 이동 및 대역폭 변화가 가장 크게 확인되

었다.

   Table 2. Deviation of frequency characteristic of 

defect FSS(Vertical defects)

Incidence
Defect 

Case

Deviation (vs.Non-defect)

fr Ptrans(%) BW

Normal Non-defect 10.12 GHz 97.3 % 2.55 GHz

패턴 

손상

1 mm -150 MHz -0.49 % +130 MHz

3 mm -150 MHz -0.36 % +150 MHz

5 mm -230 MHz +0.07 % +220 MHz

패턴 

오정렬

1 mm -40 MHz -0.12 % -10 MHz

3 mm -20 MHz -0.73 % -120 MHz

5 mm - -2.02 % -340 MHz

TE 45° Non-defect 10.25 GHz 97.3 % 1.69 GHz

패턴 

손상

1 mm -70 MHz -2.52 % -480 MHz

3 mm +100 MHz -2.54 % -490 MHz

5 mm +100 MHz -0.85 % -210 MHz

패턴 

오정렬

1 mm -70 MHz -0.65 % +20 MHz

3 mm -70 MHz -0.89 % -10 MHz

5 mm -120 MHz -0.62 % -10 MHz

TM 45° Non-defect 9.77 GHz 97.2 % 2.75 GHz

패턴 

손상

1 mm -460 MHz -3.1 % -1160 MHz

3 mm -430 MHz -1.75 % -700 MHz

5 mm -280 MHz -0.18 % -300 MHz

패턴 

오정렬

1 mm -160 MHz -1.05 % -110 MHz

3 mm -120 MHz -2.56 % -370 MHz

5 mm -50 MHz -2.16 % -310 MHz

- Ptrans : Transmitted Power
- BW : Bandwidth of Ptrans≥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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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viation of frequency characteristic of 

defect FSS(Horizontal defects)

Incidence
Defect 

Case

Deviation (vs.Non-defect)

fr Ptrans(%) BW

Normal Non-defect 10.12 GHz 97.3 % 2.55 GHz

패턴 

손상

1 mm Avg. Ptrans : -20.86 %

3 mm -860 MHz -1.24 % -1210 MHz

5 mm -440 MHz +3.1 % -310 MHz

패턴 

오정렬

1 mm +20 MHz +0.71 % +60 MHz

3 mm -20 MHz +0.49 % -10 MHz

5 mm -50 MHz -0.93 % -310 MHz

TE 45° Non-defect 10.25 GHz 97.3 % 1.69 GHz

패턴 

손상

1 mm Avg. Ptrans : -13.31 %

3 mm -600 MHz -3.47% -990 MHz

5 mm -310 MHz -0.29% -720 MHz

패턴 

오정렬

1 mm - +0.11% +20 MHz

3 mm +30 MHz -0.12% -70 MHz

5 mm +80 MHz -1.13% -270 MHz

TM 45° Non-defect 9.77 GHz 97.2% 2.75 GHz

패턴 

손상

1 mm Avg. Ptrans : -22.59 %

3 mm -330 MHz +0.58 % -1320 MHz

5 mm -280 MHz +1.39 % -590 MHz

패턴 

오정렬

1 mm -60 MHz +0.62 % +10 MHz

3 mm -50 MHz +0.17 % -180 MHz

5 mm -50 MHz -0.8 % -410 MHz

- Avg. Ptrans : Average Transmitted Power(9.62~10.62 GHz)

  본 논문에서는 레이돔 제작 시 발생 가능한 FSS 불

연속 요소에 대해 사각구조를 적용한 평면형 시편에

서 측정을 통해 영향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접합면의 

패턴 손상이 주요 성능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추후, FSS 불연속의 영향이 

적은 패턴에 관한 연구와, 곡면형 구조에서 불연속의 

영향분석, FSS 불연속요소에 의한 RCS 영향분석이 진

행되어야 하며,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아래에 서술하

였다.

(a) Semi-Infinite array

(b) Semi-Infinite modeling

(c) Semi-Infinite simulation

Fig. 10. Semi-Infinite analysis

  FSS 불연속의 영향이 적은 패턴을 탐색하기 위해, 
단위구조의 크기변화, 패턴형상 변화에 따른 패턴손상

의 영향분석을 통해 결함에도 성능변화가 적은 FSS 
패턴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곡면형 구

조의 불연속 영향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곡률을 갖는 

배열구조의 시뮬레이션 및 측정을 수행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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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하는 반무한(Semi-Infinite) 해석을 이용하여 

곡률을 갖는 구조의 FSS 불연속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다[10-12]. 단위구조의 N×N 배열인 유한(finite) 
해석에 비해 해석시간 및 소요 메모리 축소가 가능하

며, 무한(infinite) 배열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단위구조

의 배열개수, 경계 설정조건 등을 개선하여 해석 정확

도 확보가 필요하며, 반무한 해석에 대해 Fig. 10에 

나타내었다. 접합단의 FSS 불연속에 대해 RCS 영향분

석을 위해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N×N 배열의 유한배열 FSS 구조에서 RCS 해석을 통

해 성능변화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유한배열 FSS 구

조의 RCS 해석을 위해 해석시간과 해석 정확도를 고

려하여 단위구조의 배열개수를 정의하고, 해석시간 단

축을 위해 단순화된 FSS 층을 구성하여 RCS의 성능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평면형으로 제작되는 FSS 시트를 곡

면형 레이돔 구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연속 요소를 구체화하고, 불연속 요소를 포함하는 

시편 제작 및 측정을 통해 접합단의 FSS 불연속에 의

한 투과성능 변화를 관찰하였다. 측정결과 접합면에 

틈, 오정렬이 발생한 경우, 경사입사에서 성능변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패턴 손상이 발생한 경

우, 수직, 수평방향 모두 주파수성능 변화와 투과성능 

저하가 크게 확인되었으며, 추후 FSS 패턴 손상에 의

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험

을 통해 탐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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