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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한정된 전파자원

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여 새로운

주파수 자원인 밀리미터 대역(30∼300GHz)의

초고주파 자원을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연구

와 개발이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밀리미터파는 파장이 짧아서 각종 소자를 소형화

/경량화시킬 수 있고 넓은 대역폭을 이용하여 많

은 양의 정보를 수백 Mbps의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으며, 직진성이 좋아서 목표물 추적 및 탐지

시에 높은 해상도와 정밀성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스트립 라인(microstrip

line), 유전체 도파로 등이 밀리미터파 집적회로

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은

밀리미터파 영역에서 사용될 때 전도손실이 증가

한다는 단점이 있고, 이미지 라인이나 인슐라 라

인(insular line) 등과 같은 유전체 도파로는 직선

영역에서의 전도손실은 상당히 작은 값을 가지지

만 유전체 도파로의 굽어진 부분이나 불연속적인

부분에서 옆의 라인과의 크로스토크(crosstalk)

나 부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1981년에 Yoneyama와 Nishida에 의해서 제

안된 NRD 도파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평행한

평판 전도체 사이에 유전체가 삽입된 간단한 구조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때 평판 전도체 사이의 거

리는 자유 공간에서의 파장의 반보다 짧아야 한다.

NRD 도파로 구조는 유전체 도파로의 불연속부나

벤딩(bending)에 의해 발생되는 복사신호를 평행

평판 도파로의 차단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

으로 억압할 수 있으며, 유전체 도파로가 갖는 저

손실 특성의 저하 없이 신호를 전송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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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어 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NRD 도파로의 기본적인 동작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N

RD 도파로의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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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RD 도파로의 개략도

문에 밀리미터파 응용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신기

술로 널리 연구되어 지고 있다[1, 2].

이러한 NRD 도파로는 NRD Guide Filter, NRD

Coupler, NRD Switch, NRD Guide를 활용한

Planar Antenna, 차량충돌 방지 시스템 등에 활용

될 수 있는 NRD Radar System, 밀리미터파 대역

을 사용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용 RF 핵심

부품,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ed Sys-

tem), MBS(Mobile Broadband System) 등에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에 대한 연구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에서 진행되고 있다[3-10].

II. 본 론

1. NRD  소자의 동작 원리

평행한 두 개의 금속판이 자유공간 파장의 반

이하의 거리로 떨어져 있을 때 전기장 성분이 금

속판에 평행한 전자기파는 컷오프(cutoff)에 의해

서 평판 사이로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두 금속판

사이에 적당한 유전율을 가지는 유전체를 삽입하

면 컷오프가 사라지고 전자기파가 이 유전체를 따

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1953년 Tischer에 의해서 처음 제안된 H

guide는 두 금속판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함으로

써 전달되는 전자기파의 손실을 매우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 구조는 두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커

서 불연속면에서의 불필요한 방사가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11].

1981년에 Yoneyama와 Nishida에 의해서 제

안된 NRD 도파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평행한

두 개의 평판 전도체 사이에 유전체 스트립이 샌

드위치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때 유전체 스트립의 유전상수는 주변의 유전체

매질(dielectric medium; 대부분의 경우 공기)보

다 커야 한다. 이때 유전체가 없을 경우에 전도체

평판에 평행하게 편광된 전자기파는 식(1)을 만족

하는 조건에서 차단되어 진행하지 못한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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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은 NRD Guide에서 식(2)로 표현된다.

2
λa 0< (2)

위의 조건은 유전체 스트립의 불연속부나 벤딩

에서 발생하는 방사파는 두 전도체면 사이를 진행

하지 못하고 억제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NRD 도파로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 적절한 단면 크기와 유전

상수를 가지는 유전체 스트립이 전도체 사이에 삽

입되면 차단특성이 사라지고 전자기파가 유전체

스트립을 따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것이 NRD 도파로의 정성적인 동작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NRD 도파로의 모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복소평면에서 고유치(eigenvalue)를 구해야

한다. NRD 도파로에서는 전도체 판에 평행한 x

방향의 파수(wavenumber)는 사용 주파수, 유전

체의 폭과 유전상수에 따라 변하고 전도체 판에

수직한 y  방향의 파수는 전도체 판사이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x 방향과 y 방향의 고유치

는 완전히 독립적이다. Transverse-Resonance

접근법을 기초로 구한 x 방향으로의 파수는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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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긴 대칭슬랩(infinite symmetric-slab) 모드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y 방향으로는 NRD 도파로

의 전도체판에 의해서 파수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

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분류법에 의해서 NRD 도

파로의 모드는 nmLSM (혹은 TM(x) ,  E(x): 자기장

이 유전체/공기 계면에 평행)과 nmLSM (혹은

TE(x) , H(x): 전기장이 유전체/공기 계면에 평행)으

로 나타내어 진다. 여기서 지수 m 은 y 방향으로

의 반 파장(half-wave)의 수를 나타낸다. 즉 =ky

mπ/a, ⋅⋅⋅= 2,1,0,m .

또한 지수 )0,1,2n(n ⋅⋅⋅= 은 x 방향으로의 tran-

sverse-resonance 방정식의 고유해(eigensolu-

tion)의 차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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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SE 모드의 경우 1p = 이고, LSM 모

드에서는 rεp = 이다. 또한 ωkk xεxε
ˆˆ = −= xεβ̂

xεαj ˆ , =0xk̂ ωk 0x
ˆ

00 xx αjβ ˆˆ −= 이다. 또한 x 의 고

유치는 식(4)를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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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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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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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D 도파로는 일반적인 동작 조건에서 01LSM

모드를 통하여 동작한다. 일반적으로 NRD 도파

로의 구성요소들은 수직방향으로 대칭을 유지하

므로 1m = 인 관계를 가정한다. 그러므로 LSE 모

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NRD 도파로에서 단일모

드 동작의 대역폭(bandwidth)은 01LSM 과 11LSM

의 차단영역과 비방사조건영역( c/2aff c =< )으

로 경계지어 진다. 따라서 유전체 스트립의 폭과

높이, 유전상수와 같은 NRD 도파로의 기하학적,

물리적인 조건을 잘 선택해야 NRD 도파로의 전

달특성(transmission property)를 최적화할 수

있다. (그림 2)는 기본적인 NRD 도파로에서 서로

다른 유전상수를 가지는 유전체 도파로를 사용하

는 경우 0a/λ, 02 b/λ1εr ×− 를 변수로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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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알루미나
)(ε 9.5=
, 용융 석영 )(ε 3.8r = 과 폴

리스티렌
)(ε 2.56r =
으로 만들어진 스트립의

단일모드 영역을 표시해 주는 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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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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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ε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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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전형적인 차단특성곡선을 보여준다. 이때 단일

모드 동작영역은 2aλ0g = 와 2aλ1g = , =0a/λ

0.5로 둘러싸인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 영역의

왼쪽 부분에서는 주파수차단특성에 의해 어떤 모

드도 전파되지 않으며 오른쪽 부분에서는 다중모

드로 동작한다. 유전체의 유전상수가 4보다 큰 경

우는 도파로의 폭 방향으로의 두 번째 모드를 고

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도파로에서 여기(exci-

tation)가 대칭인 경우는 두 번째 모드가 생성되지

않는다. 또한 주어진 파장에서 방사된 파가 가지는

감쇠(attenuation)값이 (그림 2)의 위쪽 가로축에

표시되어 있으며 식(5)로 표현될 수 있다.

[dB]1/2a)(λ54.6αλ 2
0 −= (5)

식(5)는 NRD 도파로에서 방사된 파동을 평판

금속 도파로에서 차단 주파수 아래서의 10TE 모드

와 같다고 가정하여 얻은 식으로 방사된 파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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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알루미나 )(ε 9.5r = , 용융 석영 )(ε 3.8r = 과 폴리

스티렌
)(ε 2.56r = 으로 만들어진 스트립에서 단

일모드 동작으로 상대적인 밴드폭[1]

9.5rε=

2.56

3.8

b/a1εr −

의한 회로 구성요소들 사이의 간섭의 정도를 예측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0a/λ

0.45 인 경우에 dB26a/λ0 = 의 값이 얻어진다.

이는 회로에서 간섭현상에 대한 허용치가 26 dB

일 때 스트립이 한 파장 정도의 거리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는 또한 단일 모드 동작 영역의 폭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도파로의

0a/λ와 0r2 b/λ1ε ×− 의 값이 결정되면 이 값

은 (그림 2)에서 선을 보듯이 0P 에 해당한다. 이

때 0P 와 원점 O를 잇는 선을 그으면 각 동작영역

의 경계곡선과 만나는 1P , 2P  두 개의 점이 생긴

다. 우리가 동작을 고려하고 있는 주파수 영역의

상한값과 하한 값의 비( LU/ff )로 표시되는 상대적

인 대역폭은 직선 2OP 와 1OP 의 길이의 비로 결

정된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알루미나의 상

대적인 대역폭은 1.6 정도의 값을 가지는데, 이

값은 40에서 60GHz 사이의 U 밴드나 50에서

75GHz 사이의 V 밴드를 커버하기에 충분하다.

(그림 3)은 b/a1εr2 ×− 의 변화에 대한 상대적

인 대역폭의 변화를 보여준다. 알루미나( =rε 9.5),

용융석영( =rε 3.78), 폴리스틸렌( =rε 2.56)은 각

각 1.62, 1.39, 1.28 정도의 대역폭을 갖는다. 위

Frequency(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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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 밴드에 사용하기 위한 NRD 도파로의 전파

손실(
tα), 전도손실(

cα )과 유전손실(
dα )의

주파수에 대한 변화[1]

αd

A = 2mm

b = 1.5mm

9.5rε =

αt

αc

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트립의 유전상수가 크

면 클수록 더 넓은 대역폭을 갖는다. 따라서 넓은

대역폭을 요하는 동작에서는 유전상수가 큰 물질

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NRD 도파로의 전파 손실(transmission loss)

tα는 측면(sidewall)에서의 전도 손실(conduc-

tion loss) cα와 유전체 스트립의 유전 손실(di-

electric loss) dα로 구성된다. 이때 각각의 손실

은 일반적인 근사법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 4)에 U 밴드에 적당하도록 설계된 폭

2 mm 두께 1.5 mm의 알루미나 스트립에 관한 계

산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알루미나의 -410δtan =

이고 구리 판의 S/m105.8σ 7×= 이다. 전파 손

실은 차단 주파수 부근을 제외한 U 밴드 영역에

서 거의 일정하며 차단 주파수 부근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이때 기본 모드와 2차 모드의 차

단 주파수는 각각 38.2, 61.5GHz 이다.

2. NRD 도파로의 기술 개발 동향

가. NRD 도파로의 특성 개선

(그림 5) 는 Yoneyama 등이 제안한 새로운 형

태의 NRD 도파로로 Insular Nonradiative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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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NRD 도파로의 개략도[2]

a c
b

1

2

3

4 6
5

electric(INRD) 도파로라고 불린다. (그림 6)은 두

가지 종류의 INRD 도파로의 차단 주파수 특성 곡

선이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의 차단점

(cut-off point)이 0a/λ보다 작다. 이는 실제 소

자 제작에 있어서 회로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또한 c/a가 0.4인 INRD 도파로

에서는 x
12E  모드가 도파로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이에 의하여 단일 모드 동작의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보통의 NRD 도파로에 비해서

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가질 수 있다. 또한 INRD

도파로의 설계를 잘 조절하면 전파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유전체 내부에서의 전자장은

도체판 방향으로 지수함수적(exponentially)으로

감소하여 매우 작은 값을 가지며 따라서 전도 손

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INRD 도파

로는 유전체 스트립의 단면적이 NRD 도파로보다

작기 때문에 유전손실도 NRD 도파로보다 작다.

따라서 전도 손실과 유전 손실의 합인 전파 손실

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림 7)은 도전판으로 전

도도가 S/m105.8 7× 인 구리를 사용하고 유전체

로 유전율이 12이고 δtan 가 610 − 인 Stycast, 유

전체층으로 유전율이 2.25, δtan 가 0인 폴리에

틸렌을 사용한 경우의 INRD 도파로 0.4)(c/a=

와 NRD 도파로 0.1)(c/a= 의 이론적인 전파 손

실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INRD 도파로의 전파 손실은 NRD 도파로

의 반정도의 값을 가진다. 더욱이 INRD 도파로는

전도 손실이 유전 손실이 매우 작기 때문에 만일

유전체 스트립에 유전 손실이 작은 적당한 유전체

를 사용한다면 INRD 도파로의 전파 손실을 더 크

게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INRD 도파로는 마

이크로스트립 라인에 비해서 한 오더(order) 정

도 작은 전파 손실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앞의 NRD 도파로의 동작원리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NRD 도파로는 01LSM 과 01LSE 의 두 가지

비방사 모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01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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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NRD 도파로에서 몇 개의 초기모드에 대한 차단(cut-off) 곡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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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NRD 도파로와 INRD 도파로의 이론적인

전파손실 곡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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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의 전파 손실이 작기 때문에 NRD 도파로의

동작 모드로 사용하는데 이 모드는 01LSE  모드에

비해서 차단 주파수가 높다. 따라서 만일 도파로의

굽어진 부분의 곡률이 매우 작다면 두 모드가 결

합(coupled)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일

본의 무라타사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그들은 유전

체 스트립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 grooved

NRD 도파로를 제안하였고, groove의 깊이에 대

한 두 비방사 모드의 차단 주파수의 변화를 계산

하였다. (그림 8)에 이 결과를 나타내었다. Groove

의 깊이가 커짐에 따라 두 모드의 분산 곡선이 교

차하게 되고 어떤 깊이 이상에서는 LSM01 모드의

차단 주파수가 LSE01 모드보다 작아지게 된다. 예

를 들어 55GHz에서 0.6mm의 groove를 사용한다

면 01LSM 모드의 단일 모드동작이 가능하다. 따라

서 굴곡진 곳에서의 커플링(coupling) 현상이 사라

지고 곡률이 작은 벤드를 만들 수 있다. 무라타는

이 grooved NRD 도파로를 Hyper NRD 도파로라

고 명명하였다. 사실 grooved NRD 도파로는 일본

과 중국에서 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그림 8) Hyper NRD 도파로 모드의 차단 주파수

(cut-off frequency) 특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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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ve의 깊이가 너무 얕았다. 그렇기 때문에 LS

01M 과 01LSE 의 두 가지 모드의 차단 주파수가

서로 가까워져서 보통의 NRD 가이드보다 커플링

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동작특성이 악화된다.

나. NRD 도파로의 응용 기술 개발 동향

앞장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

는 NRD 도파로를 이용하여 밀리미터파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자를 제작하려는 연구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가지 대표적인 응용 예를

(그림 9) 에 나타내었다. (그림 9a)는 NRD 도파로

를 이용한 90° 벤드를 보여주고 (그림 9b)는 방향

성 커플러(directional coupler)를 보여준다. (그림

9c)는 무반사(reflection free) 터미네이터를 보여

주고 (그림 9d)는 서큘레이터, (그림 9e)는 아이솔

레이터를 보여준다. (그림 9)에서 1B, 1C, 1D, 1E

와 1F는 도전성판을 나타내고, 6B, 6C, 6D, 6E, 6F

와 6G는 유전체 스트립을 표시한다. (그림 9c)의

무반사 터미네이터에는 흡수막(absorbing film:

8)이 필요하다. (그림 9d, e)의 서큘레이터와 아이

솔레이터에는 직류자계를 걸어주기 위한 페라이

트(9, 9A)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무반사 터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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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서큘레이터, 아이솔레이터 등에서는 흡수층

이나 페라이트를 전장에 평행한 평면에 위치시킬

수 있어서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INRD 도파로

에서는 전도체 판과 유전체 스트립 사이에 이러한

흡수층이나 페라이트를 넣을 수 있다.

이러한 NRD 도파로는 NRD Guide Filter, NRD

Coupler, NRD Switch, NRD Guide를 활용한 Pla-

nar Antenna, 차량충돌 방지 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NRD Radar System, 밀리미터파 대역을

사용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용 RF 핵심부품,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ed System), MB

S(Mobile Broadband System) 등에 적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1981년 NRD 도

파로가 최초로 제안된 후, 1985년에는 NRD 도파

로의 누설전류를 이용한 Leaky NRD Guide 밀리

미터파대 안테나가 발표되었으며 1990년에는

NRD 도파로를 이용한 밀리미터파 집적회로가 일

본에서 발표되었다. 1998년에는 60GHz 대역의

차량충돌 방지 레이더, 60GHz 대역의 옥내 무선

LAN용 송수신 시스템, 77GHz 대역의 nip −−  다

이오드와 3 포트 정션(junction)으로 구성된 NRD

도파로를 이용한 SPDT 스위치, 60GHz 대역에서

NRD 도파로를 이용한 고속 펄스 레이더가 일본에

서 제안되었다.

III. 결 론

NRD 도파로는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사용 가

능한 유전체 도파로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중

심으로 널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a)

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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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6F

6C

1C6D1B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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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6G9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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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RD 도파로와 INRD 도파로의 여러가지 응용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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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일부 학계에서 NRD 도파로를 이용한 밀

리미터파대 전송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나 밀리미터파 대역의 핵심부품 개발은 거의 없

는 상태이다. 선진국에서도 아직은 연구의 초기

단계이나 향후 수년 내에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차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및 차량 충돌방지 시스템과

같은 응용시스템들의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이에 대한 관심과 개

발투자를 할 경우 선진 외국의 경우와 동등수준

또는 선행기술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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