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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반사표면(PRS)을 이용한 Fabry-Perot(FP)
공진 안테나의 설계 방법 및 기술 동향 김동호․이석민․남인중

세종대학교

[그림 1] PRS 덮개부와 접지면 사이의 다중반사를 이용한 FP 
공진 안테나 설계방법[4]

Ⅰ. 서  론

PRS (partially reflective surface)는 입사 각도, 입사 편파
및 사용 주파수에 따라 그 반사특성이 변화하는 표면 또는

구조체를 의미하며, 주파수 선택적 표면 (frequency selective 
surface: FSS)으로 불리기도 한다[1].

PRS나 FSS는 그 자체가 공간 필터로 사용되어 특정한 주
파수나 편파 등을 필터링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나,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의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 방법과 응용

사례에 국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1],[2].
PRS의 안테나 응용에 있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분야는

안테나의 이득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PRS는 안테나
의 덮개부로 주로 사용되며, 안테나 접지면과 함께 2차원
공진기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진기를 FP (Fabry-Perot) 
공진기라고 한다. PRS를 안테나의 덮개부로 갖는 FP 공진
안테나가 FP 공진 조건을 만족하면, PRS 면에 수직인 방향
에서([그림 1]에서 z 방향) 매우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FP 공진 안테나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한 급전 구조
와 높은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안테나의 이득을높이기 위해흔히 사용되는방법은 개별 

복사 소자를 배열하는 방법이다[3]. 하지만 FP 공진 안테나는 
이러한 소자의 배열 없이도 기본적으로 높은 이득을 제공한

다. 따라서 FP 공진 안테나의 급전 소자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microstrip patch antenna) 혹은 도파관 하나만을
배치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한편, FP 공진 안테나의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좁은 임피

던스 및 복사 대역폭을 들 수 있는데, 이는 FP 공진기의 공
진 조건이 단일 주파수에서만 만족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PRS를 활용한 FP 공진 안테나에 대한 기본
적 설계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간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

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Ⅱ. FP 공진 안테나 설계 방법

FP 공진 안테나는 크게 접지면과 안테나 덮개부를 구성
하는 PRS 면으로 구성되며, 이 두 면은 2차원 FP 공진기로
동작한다. 이 FP 공진기는 안테나를 통해 전파 신호가 급전
되며, 소스 안테나로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혹은
도파관이 주로 사용된다. PRS 덮개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
성이 가능하나, 반사위상의 조절과 제작이 용이하도록 유전
체에 금속 구조체들을 주기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주로 사

용된다. 2장에서는 FP 공진 안테나를 설계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1 접지면과 PRS 덮개부 사이의 다중반사를 이용한 기

본적 설계 방법

참고문헌 [4]에서는 안테나의 이득을 높이기 위해 “reflex 
antenna (반사 안테나)”의 사용이 최초로 제안되었다. 반사
안테나란 [그림 1]과 같이 안테나 상부에 PRS 덮개부를 접
지면과 평행하게 추가하고, PRS와 접지면 사이의 다중 반사
를 이용하여 높은 이득을 얻는 구조이다. 동작원리는 PR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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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특성과 PRS와 접지면 사이의 거리(l)를 적절히 조절함
으로써 PRS를 통과해 공간으로 복사되는 필드들이 목표 복
사 방향에서 동일한 위상을 갖는 파면 (wavefront)을 형성하
도록 보강간섭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PRS의 반사 특성
과 [그림 1]에 주어진 거리 l은 PRS의 복사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계 파라미터이다. [그림 1]과 같이
소스 안테나가 점 O에 있을 때, 접지면과 PRS 덮개부 사이
의 다중반사를 거친 후 PRS를 통과한 전기장의 총합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

  
  

∞

 


(1)

f(θ)는 안테나의 요소 복사 패턴, E0는 소스 안테나로부

터 나온 초기 전기장의 크기, Γ는 PRS로 구성된 안테나 덮
개부의 반사계수, ψn은 [그림 1]에서 PRS를 첫 번째로 투과
한 전기장과 n 번째로 투과한 전기장 사이의 위상차다. 식
(1)을 정리 후, 복사전력밀도 (W/m2)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
이 정리 가능하다[4].

 
 cos  

 




(2)

여기서 φ1와 φ2는 각각 FP 공진 안테나의 PRS 덮개부와
접지면의 반사위상, l은 FP 공진 안테나 덮개부와 접지면 사
이의 거리, θ는 O점으로부터 입사각을 나타낸다. 식 (2)에
서 전력 밀도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cos항이 최대
가 되어야 한다. 이 조건으로부터 원하는 각도에서 복사전
력밀도가 최대가 되는 PRS의 반사위상 및 거리 l이 결정된
다. 예를 들어 수직방향 (θ=0°)에서 최대의 전력 밀도를 갖
기 위해서는 식 (2)의 분모의 cos항의 인수가 2π의 정수배가
되어야 하므로, l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4].

  

 

 
      

(3)

f(θ)가 1일 때, 식 (3)을 만족하는 최대 전력 밀도는 식 (4)
로 나타낼 수 있다.

max 


(4)

즉, 반사계수 Γ의 크기는 0보다 크면서 1보다는 작기 때
문에 식 (4)를 통해 반사계수가 클수록, 이득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P 공진 안테나를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 덮개부의 반사
계수의 크기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

이다.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이득이 낮아지고, 너무 크면 안테
나의 복사 특성이 FP 공진 거리 (l)의 변화에 너무 민감해진
다. 따라서 반사계수의 크기는 약 0.85～ 0.95 사이 값을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옆면이 금속 벽으로 막힌 FP 공진 안테나에 대한 

개선된 설계 방법

2-1절의 [그림 1]의경우, 뚫려있는옆면을막으면새어나
가는 전자파를 차단하여 안테나 이득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식 (2), (3)을 통해 계산된 공진 거리 (l)는 실제 FP 공
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리와 차이를 갖게 되는데, 특히 금속
벽면들 사이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그 오차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각형 함체 공

진 모드의 계산법을 응용하여 FP 공진 거리를 새롭게 계산
하는 방법이 식 (5)와 같이 제안되었다[6],[7].

  

 
 

 
   


  




 


  

 





 





     

(5)

식 (5)에서 금속 벽면으로 가로막힌 x 및 y 방향에서는 기
존의 사각형 함체 공진 모드를 사용하였고, z 방향은 PRS와
접지면 사이의 FP 공진 모드를 사용하였다. [그림 3]은 기존
의 식 (3)과 개선된 식 (5)로 예측한 FP 공진 거리를 계산한
결과이다. 실제 3D 필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된 FP 공진
거리는 82.8 mm이다. 두 결과를 비교하면, 개선된 설계 방
법은 [그림 2]와 같이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셀들로 구성된
PRS의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정확한 값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특집…부분반사표면(PRS)을 이용한 Fabry-Perot(FP) 공진 안테나의 설계 방법 및 기술 동향

44

[그림 2] 측면이 금속 벽으로 막힌 FP 공진 안테나 예시[5]

(a) 식 (3)을 사용한 FP 공진 거리의 예측

(b) 식 (5)를 사용한 개선된 FP 공진 거리 예측

[그림 3] FP 공진 거리 예측 결과 비교[16]

[그림 4] 이미지 정리를 이용한 FP 공진 특성 해석 모형[8]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는 FP 공진 안테나의 초기 설

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2-3 이미지 정리를 이용한 FP 공진 안테나 설계 방법

참고문헌 [8]에서는 이미지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가상적으로 FP 공진기를 구성하고, 그 공진 특성을 예
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접지면이 파장에 비해 매우 클
경우, 접지면을 기준으로 대칭인 이미지 PRS 덮개부를 가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PRS는 원래의 PRS와 함께 가상
의 FP 공진기 구조를 생성하게 된다. 이 때 외부에서 평면파
를 공진기에 입사시키고, 공진기를 투과하는 전파 특성으로
부터 FP 공진 안테나를 설계할 수 있다. 입사된 평면파는 공
진기 내부에서 다중 반사를 일으키고, 그 반사파 중의 일부
가 매 반사 때마다 조금씩 공진기를 빠져 나오게 되는데, 이
렇게 공진기를 빠져나온 전자파들은 공진기의 FP 공진 특
성을 만족하는 성분들이다. 즉, FP 공진기의 공진 특성을 만
족하는 전자파가 지속적으로 합쳐짐으로써 안테나 이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2-1절의 FP 
공진 안테나 공진 특성과 동일한 원리이다. 이 때, 공진기의
투과 계수는 PRS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매우 협
대역에서 거의 1에 가까운 크기를 갖는다. [그림 5]는 단층
PRS로 구성된 FP 공진 안테나의 투과 특성을 보인 일례이
다. PRS의 반사 특성과 FP 공진 거리를 찾기 위해 각각 수
직 및 경사 입사에 대한 투과 특성을 계산한 결과로, 매우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만 높은 투과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이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이득을 수직 혹은 원하는 방향
에서 크게 높일 수 있다[8].

2-4 EBG (Electromagnetic Bandgap)로 구성된 덮개부를 갖

는 안테나의 설계 방법

지금까지 살펴 본 PRS 구조는 단위 셀들이 전파 방향과
수직인 면 위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EBG 
구조는 전기적 특성의 차이를 갖는 단위 셀들을 전파 방향

과 평행하게 배치하며, 이를 통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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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직방향으로 입사할 때의 공진기 투과 특성

(b) 입사각에 따른 공진기의 투과 특성 변화

[그림 5] 이미지 정리로 구성된 FP 공진기의 투과 특성 비교[8]

[그림 6] EBG 구조에서결함모드유무에따른투과계수비교[10]

자파의 전파가 허용되지 않는 주파수 차단 특성을 갖는다
[11],[12]. 이러한 EBG 구조 또한 안테나의 덮개부로 사용하여
안테나 이득을 높일 수 있는데, EBG 안테나의 설계 방법은
앞서 2-3절에서 보인 이미지 방법을 이용한 것과 동일하다. 
EBG 덮개부의 주기구조에 결함을 발생시키면 [그림 6]과
같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 결함 (defect) 모드가 형성된다[13]. 
이러한 결함이 있는 EBG 구조의 주파수 응답은 전형적인
좁은 대역 통과 필터와 유사하다. 결함 모드를 갖는 EBG 덮
개부와 그 이미지로 구성된 공진기의 투과 특성을 파악함으

로써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이득을 갖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림 6]은 일반적인 밴드갭 구조와 좁은 결함 모드, 그리

고 넓은 결합모드에 대해 주파수에 따른 투과계수를 나타낸

예이다. [그림 6]의 (b)에서 EBG의 결함에 의해 11 GHz 근
처에서 매우 좁은 투과 특성이 나타난다. 이 좁은 대역을 넓

히기 위해 EBG의 덮개부의 두께나 유전율을 바꾸거나, 주
기구조를 변경(결함)하면 [그림 6]의 (c)와 같이 더 넓은 주
파수 대역에서 우수한 투과 특성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하
지만 (c)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테나의 복사 대역폭은 증가
하고, 최대 이득은 감소하게 된다.

Ⅲ. 복사 대역폭 (Radiation Bandwidth)을 넓히기 위한 

방법들

FP 공진 안테나는 단일 주파수에서만 공진 조건을 만족
하므로, 높은 이득을 갖는 주파수 대역폭이 일반적으로 매
우 좁다. 이는 Q 팩터 (quality factor)가 매우 큰 여타 공진기
와 다를 바 없다. 3장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여러 주파수에서 FP 공진 조건을 만족하는 반사위

상을 갖는 PRS 설계

참고문헌 [14]에서는 [그림 7]과 같이 PRS의 반사위상이
여러 주파수에서 식 (3)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FP 공진 안테
나의 복사 대역폭을 넓히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림 7]은
참고문헌 [14]에 주어진 S11의 위상과 크기로서 1.8 GHz를
중심으로 약 ± 50 MHz 대역에서 식 (3)의 FP 공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상적인 반사위상(점선)과 실제 설계된 PRS의
반사위상이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양의 기울
기를 갖는 특이한 반사위상 곡선은 LC 공진 회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림 8] (b)는 그 일례이다. [그림 8]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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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여러 주파수에서 FP 공진을 만족하는 PRS 셀의 반사

위상과 크기[14]

(a)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을 통해 최적화된 FP 
공진 안테나

(b) PRS 단위 셀의 윗면과 아랫면

[그림 8]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이상적인 FP 공진 위상을 만

족하는 FP 공진 안테나 구조[14]

PRS의 윗면과 아랫면을 구성하는 단위 셀로서 윗면은 사각
형 도체 패치로, 아랫면은 사각모양의 도체 루프로 구성되
어 있다. 각각의 셀은 등가적으로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로
표현이 가능하며, 그 크기와 모양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그림 7]에 주어진 FP 공진의 이상적 반사위상에 매우 근접
한 반사위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설계 방법의 단점

은 반사계수의 크기가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감소한다는 것

으로, 결과적으로는 안테나의 이득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
서 본 장에서 설명된 방법을 적용하여 FP 공진 안테나의 대
역폭을 넓힐 때에는 반사계수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식 (6)은 PRS 덮개부가
원하는 반사위상을 제공하면서도 반사계수의 크기를 극대

화하기 위해 고안된 목표 함수 (goal function)의 한 예이다. 
하중계수 (weighting coefficient) A1과 A2를 변경함으로써 대

역폭과 안테나 이득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 가능하다.

  
  



  ∠ 


 



  
(6)

참고문헌 [15]에서도 앞선 방법과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
였다. 루프구조를 없애는 대신 사각형 패치로만 이루어진
PRS 덮개부를 3층으로 쌓음으로써 반사위상이 이상적인 FP 
공진 위상에 근접하도록 하였다. [그림 9]는 PRS의 층수에
따른 PRS 덮개부의 위상과 크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3
개의 PRS 층으로부터 2개의 공진을 얻을 수 있고, 그 두 공
진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배치함으로써 넓은 주파수 대역에

서 원하는 위상을 획득하였다. 그 결과적으로 [그림 10]과
같이 중심 주파수인 14.5 GHz에서 20 dBi 정도의 이득을 가
지고, 약 15 % 정도의 3 dB 이득 대역폭을 얻을 수 있었는
데, 이는 일반적인 FP 공진 안테나와 비교했을 때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

3-2 PRS 셀의 위치마다 다른 반사위상을 갖게 하는 방법

앞서 3-1절에서 살펴본 방법은 PRS의 반사위상이 이상적
인 FP 공진 위상과 일치하도록 셀을 설계하는 것으로 복사
대역폭은 어느 정도 확장이 가능하였지만, 인위적인 LC 공
진의 유도로 인해 PRS 반사계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본장에서는 3-1절의 방법과는
차별적으로 FP 공진 안테나의 위치마다 조금씩 다른 주파
수에서 식 (3) 또는 식 (5)를 만족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복사
대역폭을 넓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6]에서는 복사 대역폭 확장을 위해 [그림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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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 층 (b) 두 층 (c) 세 층

[그림 9] PRS 층의 증가에 따른 전체 PRS 덮개부의 반사계수 크기와 위상의 변화[15]

[그림 10] 3층 PRS 덮개부를 갖는 FP 공진 안테나의 이득과

임피던스 매칭 특성[15]

[그림 11] 테이퍼링된 PRS 셀을 통한 FP 공진 안테나의 고차
모드 출현 지연 효과([그림 2]의 함체 내부에서 Ex 

필드 분포)[16]

[그림 12] 테이퍼링된 인공자기도체를 사용한 접지면이 포함

된 FP 공진 안테나 구조[17]

같이 PRS 덮개면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조금씩 크기가 작
아지도록 셀들을 테이퍼링하여 배치하였다. 이렇게 셀의 크
기를 조금씩 줄여 가면, 각 셀마다 식 (5)를 만족하는 주파
수를 조금씩 변경할 수 있게 되므로, 동일한 크기의 단위 셀
로만 구성된 FP 공진 안테나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균일한 단위 셀이 배치된 FP 공진 안테나는

최대 복사가 이루어지는 주파수보다 조금 높은 주파수에서

고차 모드가 나타나 빔이 갈라지는 특성을 보이며, 이는 일
반적으로 FP 공진 안테나의 방사 대역폭을 감소시킨다. 하
지만, 테이퍼링된 단위 셀이 배치된 덮개부를 사용하면, [그
림 11]에 보인 바와 같이 고차 모드 출현을 늦출 수 있게 되
어 FP 공진 안테나의 방사 대역폭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된
다. 제안된 테이퍼링 방법은 3 dB 대역폭이 증가하는 장점
외에도 대역 내에서 안테나 이득이 거의 변하지 않는 특징

이 있다. 이것은 상업용 안테나의 관점에서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7]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 PRS 덮개부의 셀 위

치마다 식 (3)을 만족하는 반사특성을 결정해주는 원리와
동일하게, [그림 12]와 같이 접지면에 테이퍼링 된 인공자기
도체 (artificial magnetic conductor: AMC) 구조를 사용하여
대역폭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즉, 참고문헌 [16]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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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그림 12] 안테나의 함체 내부(y 방향)에서의 Ex 필

드 위상 변화[17]

[그림 14] 경사진 접지면을 갖는 FP 공진 안테나 구조[18]

[그림 15] 접지면을 경사지게 하였을 경우의 복사 대역폭 향

상 결과[18]

PRS 덮개부에 테이퍼링을 했다면, 반대로 접지면의 단위 셀
위치마다 테이퍼링된 인공자기도체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므로 동일한 원리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길이의 패치로부
터 반사파의 위상차가 180도 이내가 되도록 테이퍼링된 인
공자기도체를 사용하여 안테나 이득과 대역폭을 동시에 향

상시킬 수 있다.
[그림 13]은 참고문헌 [17]에 제시된 안테나의 함체 내부

에서 전기장의 위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테이퍼링된 인
공자기도체를 접지면에 설치하였을 경우 전체 위상변화는

180도 이내로 제한되지만, 균일한 인공자기도체를 배치하
였을 경우 그 변화는 810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위상변화가 180도보다 작으면 상
쇄 간섭이 제한되지만, 810도 이상으로 커지면 안테나 함체
내부의 위치에 따라 극단적인 보강 또는 상쇄 간섭이 연속

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자기도체 셀에
간단한 테이퍼링 기법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함체 내부에

필드 간의 간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균일한 인공자기도체가 사용된 경우에 비해

최대 이득은 조금 감소하지만 복사 대역폭은 2.5배 정도 향
상되었다. 또한, 대역 내에서 이득의 리플이 매우 작아지고,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업적 용도

에 적합하다.
참고문헌 [18]에서는 접지면과 각 위치의 PRS 단위 셀 거

리를 조절하여 식 (3)을 조금씩 다른 주파수에서 만족하게
함으로써 복사 대역폭을 넓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그림
14]와 같이 접지면을 조금 경사지게 만듦으로써 PRS 셀과

접지면의 거리를 연속적으로 다르게 하였다. 이는 앞서 소
개된 두 방법에 비해 설계가 간단하면서도 복사 대역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사진 접지면으로 인해 반사
파의 반사 각도가 변하게 되어 보강 간섭 유도에 필요한 해

석을 복잡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14]에 주어진 안테나의 해석 결과가 [그림 15]에 주

어져 있는데, 예측한 바와 같이 복사 대역폭이 약 두 배 가
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3 PRS 반사부의 배치를 변경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PRS 덮개부가 접지면과 함께 FP 공진기를 구
성하여 안테나 이득 대역폭을 넓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하지만안테나성능향상을위해 PRS 덮개부가반드
시 접지면과 함께 FP 공진기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참고문
헌 [19]에서는 [그림 16]과 같이 안테나의 좌우에 PRS를 배
치하고, 식 (7)과 같이 PRS가 FP 공진을 전혀 만족하지 않도
록 설계하였다. 식 (7)은 기존의 식 (3)에 위상차 180도를 더
함으로써 두 PRS 사이의 반사위상이 기존의 FP 공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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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RS를 안테나의 좌우에 배치하여 안테나 이득 대역

폭을 확장하는 새로운 방법[19]

(a) 안테나 임피던스 대역폭

(b) 안테나 이득

[그림 17] PRS를 안테나 옆에 배치함으로써 향상된 안테나
성능[19]

(a) 접지면이 도체인 경우 (b) 접지면이 AMC인 경우

[그림 18] 동일한 PRS에서 FP 공진 안테나의 높이 변화[20]

과는 정반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7)

[그림 16]에 보인 안테나의 동작 원리는 안테나의 좌우로
복사하는 빔을 PRS로 모아서 PRS와 수직인 방향으로 빔을
쥐어짜내듯 보내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림 17]과 같이 안테
나의 임피던스 매칭 대역폭과 복사 대역폭을 동시에 크게

넓힘은 물론이고, 안테나 이득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
적인 FP 공진 안테나가 공진 조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
는 반면, 참고문헌 [19]에서 제안된 안테나는 이러한 민감도
를 매우 크게 감소시키면서도 안테나 성능은 좋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림 16]에서 제안된 방법의 또 다른 큰 장
점이라 할 수 있다.

Ⅳ. FP 공진 안테나의 소형화

PRS 안테나의 소형화를 위해서는 안테나의 면적을 줄이
거나, 높이를 낮추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소형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FP 공진 안테나의 높이를 낮추는 방법

접지면으로 주로 쓰이는 도체의 반사위상은 180도이고, 
덮개부의 반사위상은일반적으로 180도에가깝기 때문에 FP 
공진 거리는 대략 λ/2 정도가 된다. 만약 공진기를 구성하고

있는 PRS나 접지면의 반사위상을 제어할 수 있다면 안테나
의 공진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8]은 완전
전기도체 (PEC) 접지면 대신 완전자기도체 (PMC) 접지면을
사용할 경우, 접지면의 반사위상이 0이 되어 FP 공진 안테
나의높이를 λ/4 정도로줄일수있는예시를보인것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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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FP 공진 안테나에서 덮개부의 존재 여부가 소스 안

테나의 임피던스 정합 (S11)에 미치는 영향[23]

(a) 균일한 단위셀로
구성된 PRS 덮개부

(b) 비균일한 단위셀로
구성된 PRS 덮개부

[그림 20] FP 공진 안테나 PRS 덮개부 상의 전기장 분포[27]]

완전자기도체의 구현을 위해서는 인공자기도체를 사용하
는데, 일정 주파수 대역에서 반사계수를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인공자기도체의 경우, 양수, 0, 음수의 반사위상을 모두

구현 가능하므로, FP 공진 안테나의 공진 거리를 원하는 값
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21]. 하지만 인공자기도체의 반
사위상은 주파수에 따라 급격히 변하므로 FP 공진 조건을
만족하는 대역폭은 좁다. 그러므로 인공자기도체를 사용하
여 전체 높이를 낮춘 FP 공진 안테나는 주파수 대역폭이 일
반적으로 매우 좁다.
반사위상이 180도인 도체 접지면을 사용하되, 덮개부의

반사위상을 거의 —180도에 가까운 음의 값을 갖도록 만들
어서 FP 공진 거리를 λ/10 정도로 낮춘 연구들도있다[22]～[25]. 
이 경우에 덮개부와 접지면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

문에 소스 안테나로는 접지면에 위치한 마이크로스트립 패

치 안테나가 주로 사용되며, 이전의 경우들보다 훨씬 가까
워진 덮개부와의 강한 근역장 커플링 (near-field coupling)으
로 인해 본래 소스 안테나의 임피던스 정합 특성은 완전히

변하게 된다. [그림 19]에는 참고문헌 [23]에서 제시된 안테
나에 덮개부가 존재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S11 결과들
이 나타나 있다.
또한, 덮개부와 접지면, 소스 안테나 간의 거리가 아주 가

깝기 때문에 FP 공진 안테나의 이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
오는 경향이 있는데, 참고문헌 [24]에서는 낮은 이득을 극복
하기 위해 FP 공진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하여 배열 안테나
로 만들어 사용했다.

4-2 FP 공진 안테나의 면적을 줄이는 방법

FP 공진 안테나가 높은 이득을 갖기 위해선 덮개부와 접
지면의 면적이 일반적으로 매우 넓어야 한다. 그 예시로 참
고문헌 [8], 참고문헌 [26]에서 제시된 FP 공진 안테나들은
각각 26.1 dBi, 22.5 dBi 정도의 높은 안테나 이득을 얻기 위
해 안테나의 면적을 각각 129 λ2 및 205 λ2 정도로 매우 크

게 확장하였다. 이와 같이 안테나가 너무 커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테나 이득은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면서

FP 공진 안테나의 면적을 줄이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본 절에서는 안테나의 면적 대비 안테나 이득의 효율 지
표인 개구부 효율을 개선한 FP 공진 안테나들의 설계 방법
에 대해 살펴본다.

4-2-1 개구부의 전기장을 조절하여 개구부 효율 개선

동일한 단위 셀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된 PRS 덮개부를 갖
는 FP 공진 안테나에서 덮개부 위의 전기장 분포는 일반적
으로 [그림 20] (a)와 같이 매우 불균일하다. 대부분의 경우, 
PRS 덮개부는 동작 주파수의 파장보다 적어도 몇 배 이상
의 크기를 가지므로 덮개부 위에서 필드의 크기 및 위상 분

포는 [그림 20] (a)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균일하지 못하다. 
이와 같이 덮개부 상에서의 불균일한 전기장 분포는 원역장

에서 다중의 상쇄간섭을 일으키게 되어 안테나의 최대 이득

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20] (b)
와 같은 전기장의 분포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PRS 
덮개부와 수직인 방향에서의 안테나 이득을 [그림 20] (a)에
비해 손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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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참고문헌 [28]에서 제시된 FP 공진 안테나의 단면도

[그림 23] 단층 덮개부를 가진 FP 공진 안테나에서 기본 모드

와 고차 모드가 안테나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28]

[그림 22] [그림 21]로 구성된 PRS 덮개부의 위치별 반사계수

크기 (모든 셀은 동일한 반사위상을 가짐)[27]

[그림 21] 고정된 반사위상에서 다양한 반사계수의 크기를 가

질 수 있는 복층의 PRS 단위 셀 구조[27]

[그림 20] (b)와 같은 전기장의 분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PRS 덮개부의 반사계수의 크기가 공간의 함수로 설계되어
야 하는데, 그 결과가 [그림 21]에 주어져 있다. [그림 22]와
같은 덮개부의 반사계수의 크기 분포를 통해 [그림 20] (b)
와 같은 전기장 분포를 덮개부에서 얻을 수 있음은 직관적

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FP 공진 안테나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PRS 덮개

부의 반사위상과 공진 거리에 크게 의존하므로, 덮개부의
반사위상은 FP 공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1]은 [그림 22]와 같이 분포된 반사계수 크기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FP 공진 조건을 충족하는 반사위상을 구현하도록
고안된 2층으로 구성된 덮개부 단위 셀 구성이다. 이와 같
이 설계된 FP 공진 안테나는 72.9 %의 높은 개구부 효율을
가진다.

4-2-2 FP 공진 안테나에서 고차 모드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

[그림 2] 또는 [그림 8]과 같이 FP 공진 안테나에 네 측면
을 모두 금속 벽으로 막으면 고이득의 FP 공진 안테나를 설

계할 수 있음을 소개했다. 그러나 측면이 금속 벽으로 막힌
구조에서는 덮개부의 반사계수의 크기가 커질 경우, 내부에
많은 에너지가 갇히게 된다. 이로 인해 함체 측면을 향한 표
면파에 의해서 도체 벽들 사이에 측면 공진이 발생되며, 이
는 고차 모드의 여기로 이어진다. 고차 모드의 경우, [그림
23]에 보인 것과 같이 다중 반사로 인해 함체 내부의 정재파
비가 기본 모드에 비해 증가한다. 이는 앞선 4-2-1절의 [그
림 20]과 같이 PRS 덮개부에서 불균일한 전기장 분포를 유
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안테나 이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

로 동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문헌
[28]에서는 [그림 24]와 같이 함체 내부에 약 λ/4 깊이의 홈
을 파서 고차 모드의 진행과 여기를 억제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FP 공진 안테나는 그 외에도 안테나 이득 개
선을 위해 [그림 24]와 같이 이중 함체 구조를 함께 사용한
다. 그 결과, 안테나의 개구부 효율은 82.9 %까지 크게 증가
하였다. 이러한 이중 함체 구조를 이용한 안테나의 이득 증



특집…부분반사표면(PRS)을 이용한 Fabry-Perot(FP) 공진 안테나의 설계 방법 및 기술 동향

52

[그림 26] 덮개부에능동소자를이용한 FP 공진안테나구조[31]

(a) 빔 조향을 위한 FP 안테나 덮개부

(b) 서로 다른 PRS 구조가 반사위상에 미치는 영향

[그림 25] 빔조향을 위한 PRS 구조와 반사위상[32]

참고문헌
최대 이득

(dBi)
주파수

(GHz)
—3 dB 이득
대역폭 (%)

면적

(λ2)
개구부 효율

(%)
전체 높이

(λ)
체적

(λ3)
[27] 19.4 5.8  4.7 9.5 72.9 1.01 9.6 
[28] 15.9 2.6 13.5 3.7 82.9 1.06 4.0
[29] 18.2 12 19.6 9.0 58.4 1.10 9.9

<표 1> 4-2절에서 소개된 높은 개구부 효율 값을 갖는 안테나들

가는 참고문헌 [29]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비교적 높은 개
구부 효율을 갖는 FP 공진 안테나들을 <표 1>에 정리하였

다.

Ⅴ. FP 공진 안테나의 빔 조향

빔 조향이 가능한 고이득, 저비용, 소형화 FP 공진 안테
나는 휴대전화 기반 시스템, 센서 조종, 인공위성 통신 등에
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빔 조향을 위한 FP 
공진 안테나는 2-1절에서 소개한 파워 패턴을 나타내는 식
(2)를 통해 설계된다. PRS 덮개부의 높이 (l)가 고정되어 있
을 때, 빔을 조향을 위해서 PRS 덮개부 단위 셀의 위치마
다 조향에 적합한 반사위상 (φ)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30]
의 [그림 25] (a)의 구조가 그 일례이다. [그림 25] (b)는 안테
나의 중앙 (x = 90 mm)에 소스 안테나가 위치할 때, PRS 파
라미터의 조절을 통해 얻은 반사위상이다. 안테나 중앙에서
반사위상이 급격히 변할 때, 즉 소스 안테나 위의 PRS 덮개
부의 반사위상 변화가 빔 조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30]과 같은 FP 공진 안테나는 고정된 각도에서

만 경사 복사가 가능하지만 다이오드 (diode), 버랙터
(varactor)와 같은 능동소자를 이용하면 빔 조향 각도를 전기
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일례로, 참고문헌 [31]에서는 [그림
26]과 같이 PRS 덮개부 단위 셀마다 버랙터를 추가하고, 
0～10 V의 외부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해, 조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반사위상을 설정해준다. 참고문헌 [31]에서는
PRS 덮개부에 전위차계 (potentiometer)를 사용해서 반사계
수를 조절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전위차계는 저
항을 지역적으로 가변할 수 있는 소자이며, 저항이 변하면
단위 셀의 임피던스도 변하게 되어 PRS 덮개부의 반사계수
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 외에도 [그림 27]과

같이 소스 안테나를 여러 개 배열하고, 위상 천이기 (phase 
shifter)를 사용하여 빔을 조향하는 방법도 있다[32].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9卷 第2號 2018年 3月

53

[그림 27] 안테나 배열을 이용한 FP 공진 안테나의 전기적 빔

조향[32]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RS를 덮개부로 갖는 FP 공진 안테나의
일반적인 설계 방법과 다양한 성능 향상 방법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일반적인 배열 안테나와는 차별적으로 FP 공진
안테나는 매우 간단한 급전 구조와 매우 적은 수의 급전 안

테나만으로도 높은 이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
우 좁은 안테나 임피던스 매칭 및 복사 대역폭과 PRS 공진
거리의 민감도 등은 현재까지 FP 공진 안테나가 응용되고
있는 분야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단점들이다. 본 논문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러한 단점들의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

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FP 공진 안
테나를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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