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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특성 분석용 샘플홀더 제작을 위하여 전파의 도파이론을 정

립하고 밀리미터파 W-bnad(75 GHz ~ 110 GHz) 주파수 대역에 알맞은 도파관형 샘플홀더를 설계 및 

실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샘플홀더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샘플시료를 제작하여 재료정수 및 전

파흡수능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샘플시료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향후 이 측정 샘플홀더는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특성 분석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W-band, 샘플홀더, 재료정수, 전파흡수능

Ⅰ. 서  론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하는 전자파 기술
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그 중 하나
는 플랫폼의 표면을 형상화 하는 것이며, 다른 하
나는 전체적이나 부분적으로 표면에 RAM(Radar 
Absorbing Materials)을 붙이는 것이다[1], [2].

그럼으로 레이더 반사 단면적 최소화에 필수불

가결한 RAM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료

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으로 묘사가능하고 간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매질의 특성파악이나 

성능 측정 방법은 전송선로법이 많이 쓰이고 있

으며, 이 전송선로법은 전송선로 홀더 내에서 샘

플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RF 에너지의 반사계수는 

물론 매질의 재료정수까지 측정하는 기본 기법이

다. 또한 전송선로법은 측정샘플 형상에 따라 크

게 동축관 샘플 홀더법과 도파관 샘플 홀더법으

로 나눌 수 있다[3].

동축관은 TEM 전송선로로써 도파관 보다 사용

이 용이하고 차단 주파수가 사용되지 않는 장점

이 있으며, 사용주파수는 보통 10 GHz 이하로 제

한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도파관

법보다 샘플의 물리적 크기가 작아지며, 측정시 

선로가 완전도체가 아니므로 오차를 포함하게 되

기 때문에 도파관 내에서 측정을 요하게 된다. 

10 GHz 이상에서도 동축선로를 이용하여 측정하

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로에서 고유모드가 전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로의 크기가 매우 

작아져야하기 때문에 샘플의 제작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샘플홀더 제작에도 고 비용을 요하게 된

다[2].

따라서 동축관 샘플 홀더법은 보통 50 MHz에서 

10 GHz 사이의 주파수에서 사용되며, 도파관 샘

플 홀더법은 10 GHz에서 100 GHz사이에서 사용된

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샘

플의 재료정수 및 전파흡수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주파수 대역별 도파관 샘플홀더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이론 정립 후 CAD 이용 밀리미

터파 대역의 W-band에 대하여 설계 후 실 제작하

였다. 그리고 자체 RAM 샘플을 제작하고 설계 및 

실 제작된 도파관 샘플홀더에 삽입하여 매질의 

재료정수 및 전파흡수 특성을 측정하였다. 측정 

및 분석 결과 제작한 샘플홀더가 완벽하게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이것을 실험실에서 측정이 용

이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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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파관 전파 이론

그림 1과 같이 도파관 내에서 파의 전자계 원이 

없다면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하면, z-축 방향으

로  항을 포함한 와 에 의한 4개의 횡방

향 성분은 식 (1) ~ (4)와 같다[5].

그림 1.  도파관내에서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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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차단파수로 정의된다.

위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파동방정식에

서 를 구해야 한다.


 


 



                (5)

여기서,     
 이다.

위의 편미분 방정식에서     

       로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의 상수 값을 구하기 위하여 도파관 벽면에 

대한 접선성분의 전기장 경계조건을 이용하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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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전파상수 는 다음 식(6)과 같으며, 실수이어야 

전파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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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관 내에서 차단 주파수가 가장 작아지도록 

기본  모드인  모드[6] 고려시 

   이기 때문에 식(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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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드가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8)과 같다.


 


                 (8)

결과적으로 만이 전파가능하기 위해서는 식

(9)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7].




                             (9)

Ⅲ. 제작 및 측정

3.1 샘플홀더 제작
앞서 언급한 도파관 전파이론에서 정립된  

 모드의 주파수별 한계치를 고려하여 측정하

고자하는 주파수 대역에 맞는 샘플 홀더를 제작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실험결과를 분석하

기 위해 W-band 대역 75 GHz ~ 110 GHz[5]에서 

측정 가능한 샘플홀더를 설계하였다. 그림 2는 

샘플홀더를 CAD 이용 설계한 그림이다.

그림 2를 토대로 실제작한 것이 그림 3이며,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전율이 

  ×인 동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

지만 여건상 제작이 용이한   ×인 알

루미늄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 W-band용 도파관 샘플홀더 CAD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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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작한 W-band용 도파관 샘플홀더

3.2 측정 샘플 제작
측정용 RAM 샘플 제작시 주재료는 카본을  

사용하였으며, 바인더로서 CPE (chlorinated 
polyethylene)를 사용하였다. RAM 제작과정은 먼
저 Mixer에서 카본과 CPE를 특정 조성비에서 혼
합하고,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Open Roller를 
이용하여 70 ℃의 일정한 온도[8]에서 측정을 위
한 Sheet형 RAM 샘플을 제작하였다. 

3.3 측정 시스템 구성
측정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된 RAM 샘플을  

설계 제작한 도파관형 샘플홀더에 삽입하고 
Network analyzer에 직접 연결하여 구현된  측정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으며,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Calibration 후에 반사계수 S11을 측정하
였다.

그림 4. 도파관을 이용한 측정시스템

3.4 측정결과 분석
측정된 반사계수를 이용하여 ℓ-2ℓ 법[9]에 

의하여 재료정수를 계산하였다. 
먼저 도전손실재료인 카본의 함유량에 따른 유

전율을 계산하여 그림 5와 같이 나타내었다. 함유
량에 따른 유전율 분석결과 실수부 대비 허수부
가 크게 나타나는 카본 함유량 30%에서 우수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제시한 재료정수 값을 이용하여 우
수한 특성이 부일 수 있는 함유량을 선별한 후 
샘플의 두께별 전파흡수 특성을 분석한 것이 그
림 6 (a)~(b) 이다.

 

  (a) 카본 함유량 10%       (b) 카본 함유량 20%

  (c) 카본 함유량 30%       (d) 카본 함유량 40%

그림 5. 도전손실재료인 카본을 함유한 샘플의 
재료정수(유전율) 측정 결과

(a) 두께 2 mm 샘플 

(b) 두께 3 mm 샘플 

그림 6. 카본 함유량 30% 샘플의 두께별 
전파흡수 특성 측정 결과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특성 분석
용 샘플홀더 제작을 위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측정을 위한 도파관 내에 전파의 도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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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립하고 도파관 내에서   모드만을 전파

시키기 위한 도파관 사이즈가 주파수 파장  에 

따라     임을 이론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W-band 75 GHz ~ 110 GHz 에 맞는 도

파관 사이즈(1.27 × 2.54 mm)를 설계하고 제작하
였다. 

그리고 제작된 도파관 샘플홀더의 유용성을 보
이기 위하여 매질의 재료정수 및 전파흡수 특성
을 분석한 결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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