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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메타표면 렌즈 삽입형 접합유리는 두 

가지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주파수 선택적 표면 

특성(frequency selective surface)이다.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5G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38.5Ghz 대역에서 기존의 접합 유리에 비하여 

높은 투과 손실을 갖는다. 두 번째 특성은 위상보상을 통한 전자파의 

조향이다. 즉 이는 위상 PSS(phase shifting surface)특성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렌즈 어레이 안테나에 사용되는 단위 셀의 크기는 가로, 

세로 2.5mm이며, 단위 셀은 실제 접합유리의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유리의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PET 필름 위에 

메타표면을 쌓아 올리고 접합유리에 삽입한 구조이다. 한 단위 셀 당 

예루살렘 구조의 패턴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10%로 매우 적은 면적을 

차지하여 가시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접합유리 

대비하여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특정 위치에서 최고 

6.3dB(38.5GHz)의 이득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접합유리로 

인해 발생하는 5dB(38.5GHz)의 손실은 충분히 커버하며 유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도 더 향상된 효과를 보여주었다. 실제 제작을 

통해 측정할 결과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Matlab 기반으로 만들어진 Ray tracing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자동차 

실내 환경에서 반사 및 투과를 고려하였을 때 제안하고 있는 모델이 

내부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차량 

내부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기존 접합유리 대비 특정위치에서 

5dB 정도의 이득을 보이며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향후 접합유리가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메타표면, 렌즈, 접합유리, 레이 트레이싱 

학   번 : 2018-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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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 , 

mmWave) 대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 문제는 높은 

경로 손실이다.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낮은 주파수 

대역(4G, ~2.6 GHz)에서는 큰 문제사항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나, 

밀리미터파 대역에서는 높은 주파수에 의한 높은 손실로 인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5] 

본 논문에서는 투명한 메타표면 필름을 삽입한 차량용 유리를 

제안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량용 유리는 접합 유리로 두 장의 유리 

사이에 PVB필름이 삽입되어 있는 구조이다. 5G 이동통신에서 사용될 

28/38.5 GHz 대역은 밀리미터파 대역으로 높은 경로손실을 갖는다. 

예를 들어, 38.5 GHz 대역에서는 차량용 접합유리를 투과할 때에 약 5 

dB의 높은 손실이 발생한다. 4G 이동통신의 주파수 대역(~2.6 

GHz)에서는 차량용 접합유리를 투과할 시에 발생하는 약 2 dB의 

손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로써 차량내부 또는 접합유리를 사용하는 

실내 환경에서 통신성능이 저하된다.  

현재 실외에서 실내로 투과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G 용 중계기 또는 반사판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추가적인 장비의 설치 없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접합유리에 투명한 메타표면 렌즈를 삽입하여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렌즈가 삽입된 접합 유리는 주파수 선택적 표면(frequency 

selective surface)특성을 띄게 되어 투과 손실 값을 감소시킨다. 또한 

렌즈는 6 종류의 단위 셀(unit cell)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호가 

렌즈 삽입형 유리를 투과하게 될 경우 위상을 변화시켜 원하는 지역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 또한 갖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렌즈 

삽입형 접합유리는 차량용 유리를 목표로 하였다. 차량의 측면에 

사용되는 접합유리에 메타표면 렌즈를 삽입하여, 통신이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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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위치로 신호를 집중시켜,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이 실제로 차량의 내부에서 통신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 수치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차량내부의 전자파 분포를 분석하였다. 레이 트레이싱 

시뮬레이션은 매트랩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반사 광선, 투과 광선 

그리고 회절 광선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레이 트레이싱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차량 내부의 전자파 분석 결과, 렌즈 삽입형 

접합유리가 장착된 경우 원하는 위치에서 유의미한 통신성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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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주파수에 따른 유리의 투과 특성 

 

 

  

전자파가 유리를 투과하게 될 경우, 유리에 입사 할 때 한번, 유리를 

투과할 때 한번, 총 두 번의 투과가 발생하게 된다. 각 영역에서의 

전계와 자계를 정의하고 경계조건을 활용하여 유리에 대한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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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2,3,4 의 경우는 영역1, 식 2.5,6 의 경우는 영역2, 식 2.7,8은 

영역3의 전계와 자계를 표현한 것이다.  

 

 

 



 

 5 

 

식 2.9,10 은 z=0 에서의 경계조건을 나타내며, 식 2.11, 12는 

z=d에서의 경계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경계조건에 각 영역에서의 

전계와 자계를 대입하면 식 2. 13, 14, 15, 16과  같이 정리된다. 식 

2.13, 14, 15, 16 을 연립하여 R에 대하여 정리한다면 식 2.17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2.1 에서 d=5mm 를 대입, 영역1과 3의 유전율과 투자율에 ε = 1, μ 

= 1을 대입하고 영역2에 유리의 유전율과 투자율 ε = 10, μ = 1을 식 

2.17에 대입한 후, 주파수를 0 GHz ~ 40 GHz 까지 변화에 대한 반사 

계수R 값을 그래프화 하면 그림 2.2 와 같이 표현된다. 투과 계수의 

경우는 식 2.20에 의하여 주파수에 따른 변화를 그래프화 하면 그림2.3 

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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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 표현하는 것은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투과율을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전자파가 유리를 투과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나타낸다. 4G 이동통신에서는 최대 2.6GHz 까지 사용했기에 

투과손실이 비교적 작지만 밀리미터파 대역에서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높은 투과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2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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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렌즈 안테나 삽입형 접합유리 설계 및 시

뮬레이션 

 

제 1 절  렌즈의 단위 셀 설계 

  

본 논문에서는 예루살렘 패턴을 사용한 총 6종류의 단위 셀을 

이용하여 접합유리에 삽입된 배열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렌즈 안테나의 

설계를 위해 사용된 사용 툴은 ANSYS 社의 HFS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예루살렘 패턴의 폭, 길이 등의 크기를 조정 및 단위 

셀들의 조합을 변경하며 최적 조건을 찾아 설계하였다. 

  

3.1.1 접합유리의 구조 

 렌즈 안테나 삽입형 접합유리를 설계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접합유리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접합유리 중에서 

차량용 유리로 사용되는 접합유리에 렌즈 안테나를 삽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3.1은 차량용 유리로 사용되고 있는 접합유리의 

구조이다.  

 

 

 

그림 3.1 

유리 
2.1mm 

유리 
2.1mm 

PVB 필름 
0.76mm 

차량용 접합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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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접합 유리의 구조는 그림 3.1 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장의 유리 

사이에 PVB 필름을 끼워 넣은 구조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세계 각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납품 규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의 접합 

유리가 주파수에 따른 투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S21을 구한 값이 그림 3.2 이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자동차 

접합 유리의 물질 특성은 표 3.1 에 정리되어 있다.  

 

 

 유리 PVB 필름 

유전율 

(Relative Permittivity) 
4.7 3.2 

투자율 

(Relative Permeability) 
1 1 

손실탄젠트 

(Loss tangent) 
0.01 0.01 

표 3.1 접합유리의 물질 특성 
그림 3.2 는 그림 2.3과 동일하게 주파수에 따른 주기성을 보이고 있다. 

4G 이동통신이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인 2.6GHz에서는 1.09dB의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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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5G 주파수 대역에서는 28GHz, 38.5GHz에서 

각각 2.32dB, 3.69dB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손실이 

가장 큰 38.5GHz 대역의 투과 특성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3.1.2 접합 유리를 포함한 단위 셀 구조  

 

 기존의 접합유리의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렌즈 안테나의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 3.3 과 같이 PVB 필름 사이에 렌즈 안테나 

구조를 삽입하였다.  

 

 

 

 

 

 기존의 접합유리에서 PVB 필름을 절반으로 나눈 뒤 그 사이에 은으로 

된 예루살렘 패턴구조 두 층을 삽입하고 패턴 구조 사이에 PET 필름을 

삽입한 구조이다. PET 필름의 역할은 두 금속 층 사이에 간격을 띄워 

 
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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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위상 변화 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PET 필름이 

사용된 이유는 유리의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속 패턴 구조는 38.5GHz에서의 침투효과(skin depth 

effect)를 고려하여 1um 두께로 정하였다.  

 예루살렘 패턴구조 및 7가지 종류의 단위 셀의 수치 값은 그림 3.4 와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각 단위 셀의 예루살렘 패턴의 크기는 두 층이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각 단위 셀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 값을 얻기 

위한 PET 필름 과 패턴구조를 위해 사용된 은(silver)의 특성은 표 

3.3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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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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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um] Cs[um] 𝐒𝟐𝟏[dB] Phase[deg] 

1.8 0.4 -1.49 -87 

1.8 0.5 -1.25 -108 

1.8 0.7 -0.77 -128 

1.8 0.9 -0.61 -145 

1.8 1.4 -0.66 -170 

2.4 1.6 -0.79 -191 

2.4 1.7 -0.91 -210 

 

표 3.2 

 

 

 은(silver) PET 필름 

유전율 

(Relative Permittivity) 
1 3.4 

투자율 

(Relative Permeability) 
0.99 1 

손실탄젠트 

(Loss tangent) 
0 0.0025 

 

표 3.3 

 

표 3.2에 정리된 것과 같이 7가지 종류의 단위 셀로 가능한 위상 보상 

범위는 -817도부터 -940도 이므로, 123도의 위상 보상이 가능하다. 

7가지의 단위 셀의 투과손실은 1.5dB 이하로써 기존의 접합유리보다 

향상된 투과 손실률을 갖는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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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메타 표면 렌즈 설계 및 시뮬레이션 

 

 이 절에서는 제 1절에서 설계된 단위 셀의 조합을 통해 배열 안테나를 

구성하여 메타 표면 렌즈를 설계하고자 한다. 각 단위 셀은 기존의 

접합유리보다 낮은 투과 손실을 보이는 주파수 선택적 표면(frequency 

selective surface)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123도의 위상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해 특정 위치로 전파가 집중되도록 설계하여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림 3.7 와 같이 기지국(base station)에서 

자동차까지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자동차 측면 유리에서 받게 되는 

통신 신호는 평면파(plane wave)로 표현될 수 있다. 평면파는 메타 

표면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통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정 위치로 

신호를 모으게 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메타표면 렌즈는 차량의 측면 유리로 

사용되는 접합유리이다. 그림 3.8 와 같이 차량의 측면 유리로부터 차량 

좌석까지의 거리는 대략 30cm이다. 따라서 메타표면 렌즈는 초점거리가 

 
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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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가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그림 3.8 

이와 같은 렌즈를 설계하는 방법은 렌즈의 가역적인(reciprocal)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림 3.9 과 같이 보편적인 렌즈의 목적은 

안테나의 앞 단에 놓여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구면파를 평면파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1] 이를 반대로 활용한다면 렌즈에 평면파를 

입사시키면 수렴파(converging wave)로 변형된다. 따라서 안테나로부터 

렌즈의 거리가 30cm 인 렌즈를 설계한다면 평면파가 입사하였을 때 

30cm 부근에서 초점이 형성될 것이다. 보편적인 안테나의 앞 단에 

사용되는 렌즈를 설계하는 방식은 렌즈가 위치될 곳의 면(plane)에서 

안테나의 방사에 의한 위상을 계산한 후 위상 보상을 통해 모두 동일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3]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렌즈의 

설계방법은 이와 매우 유사하다. 차이점은 한 점이 아니라 직선에 

전파가 집중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차량 내부에서 통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넓은 위치에 신호를 집중시키기 위한 설계이다.[7] 

최종 단위 셀의 배열 안테나는 그림 3.10 과 같다. 중앙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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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모서리로 갈수록 지연되는(lagging) 위상을 보상을 동일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4] 

 

 
그림 3.9 

 
그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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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접합유리와 메타표면 렌즈가 삽입된 접합유리에 평면파를 

입사시켰을 때 전기장 세기의 분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림 3.11의 왼쪽은 접합유리, 오른쪽은 메타표면 렌즈가 삽입된 

접합유리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약 30cm 부근에서 강한 전기장의 

세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접합유리와 비교 하였을 때 약 

6.3dB 정도 이득을 보여준다.  

 

 
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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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는 수평방향으로 동일한 단위 셀이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그림 

3.7에서 다양한 방위각으로 입사하는 평면파에 대해 동일한 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고도각으로 입사하는 평면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림 3.12 는 다양한 고도각으로 평면파가 입사하였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수직방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평면파의 입사각과 비교하여 투과각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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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레이 트레이싱 기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제 2절에서 설계 한 20cm by 20cm transmit array antenna 가 

자동차 실내 전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추측하기 위하여 

massive space 전자파 해석에 적합한 ray tracing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다. 본 ray tracing 시뮬레이션은 

Matlab을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다.[8][9]  

반사, 투과 그리고 회절 광선을 고려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 

9회의 반사, 9회의 투과, 1회의 회절을 허용한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하여 Hyundai SONATA(2015) cad 파일을 사용하였다. 총 6만개의 

삼각형 mesh로 이루어져 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자동차 내부 물질 

특성은 표3.4에 정리되어 있다. transmit array antenna가 삽입될 

위치는 조수석 측면 유리창의 중앙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호가 

차의 내부로 들어올 때 기존의 접합유리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비교하여 실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시뮬레이션은 차량의 측면에서 평면파가 입사 되는 상황이다. 

transmit array antenna의 투과 특성은 제 2절에서 HFSS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이용하여 ray의 insertion loss 및 굴절정도를 반영하였다. 

그림3.14은 Ray tracing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자동차 측면에서 

평면파가 입사하였을 때, 자동차 시트의 헤드 레스트 높이에서 실내 

전파 세기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3.14(a)는 기존 접합유리가 

장착되어 있을 때 전기장 세기의 분포이며, 그림3.14(b)는 transmit 

array antenna 가 삽입된 접합유리가 장착되었을 때 전기장 세기의 

분포이다. 옆 유리창으로부터 약 30cm 부근에서 그림3.14(b)가 

그림3.14(a)에 비하여 강한 전기장의 세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고 약 

5dB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차 내부에서 반사와 

투과를 고려한 상황에서도 transmit array antenna에 의하여 

특정위치에서 통신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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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Seat 

Dashboar

d 
Door skin 

B-piler 

trim 

유전율 

(Relative 

Permittivity) 

6.5 1.14 2.46 2.86 2.12 

전도율 

(Conductivity) 
0.0325 0.0002 0.0025 0.0029 0.0003 

표 3.4 

 

그림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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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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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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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 Gain[dB] Color # Gain[dB] 

● 1 -1.2 ● 1 2.9 

● 2 -0.7 ● 2 4.3 

● 3 2.1 ● 3 -1.2 

● 4 -3.0 ● 4 3.3 

● 5 -1.3 ● 5 4.9 

● 6 3.1 ● 6 -2.2 

● 7 -1.7 ● 7 2.6 

● 8 -1.0 ● 8 4.0 

● 9 1.9 ● 9 -1.4 

● 1 2.4 ● 1 -3.0 

● 2 3.6 ● 2 -2.5 

● 3 2.8 ● 3 -1.2 

● 4 2.8 ● 4 -3.5 

● 5 5.1 ● 5 -3.0 

● 6 3.5 ● 6 -2.2 

● 7 2.2 ● 7 -3.1 

● 8 3.4 ● 8 -2.8 

● 9   2.6 ● 9   -1.5 

표 3.5 

 

Color # 

Gain[dB]        

elevation angle 

Gain[dB]                

azimuth angle 

0 10 20 30 0 10 20 30 

● 5 5.1 5.1 4.8 4.5 5.1 1.0 -1.2 -2.0 

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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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의 조수석의 총 36개의 위치에서 기존 접합유리와 비교하여 

향상된 이득의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위치는 

그림 3.15에서 보여주고 있다. 각 위치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3.5에 정리되어 있다. 표 3.6은 다양한 고도각과 방위각으로 평면파가 

차량의 측면으로 입사되었을 때 향상되는 이득을 노란색 #5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표 3.5의 결과를 보면 빔이 집중되는 위치에서는 

이득이 더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이득은 5.1dB이다. 반면 

이득이 감소하는 위치 또한 존재한다. 최대 감소한 이득은 -3.5dB이다. 

표 3.6을 확인하면 다양한 방위각으로 입사하는 평면파에 대한 이득은 

수직으로 입사하는 평면파의 이득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입사각의 고도각이 증가할수록 이득은 급격히 감소하며 20도부터는 

기존이 유리보다 더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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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렌즈 삽입형 접합유리 측정 및 고찰 
 

 제 1 절 렌즈 삽입형 접합유리  

 

 처음 고안했던 모델은 PET필름을 삽입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 

접합유리 구조에 사용되는 PVB필름의 앞뒤면에 메타표면을 삽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PVB 필름은 거친 표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표면이 

삽입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고온, 고압으로 공정이 진행되기 전 

PVB필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 층의 메타표면의 정렬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투명하고 매끈한 표면을 갖고 있는 PET필름의 

앞뒤면에 메타표면을 입혀서 PVB필름 사이에 삽입하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PET필름의 앞뒤면에 금속의 주기구조를 입히기 위하여 

MEMS 공정을 이용하였다. 메타표면을 위해 사용된 금속은 은이다. 

두께는 침투 깊이를 고려한 1 m이다. 투명성을 위하여 금속특성을 띄는 

화합물 ITO(Indium Thin Oxide)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높은 두께에 

변색이 되어 투명성을 잃어버리는 특성을 나타내어 은을 사용하였다.  

2.1mm 두께의 두 층의 유리와 그 사이에 PVB필름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용 유리는 약 140도 그리고 14Bar에서 공정이 이루어 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실제 자동차용 유리가 제작되는 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4.1 PET 필름 앞 뒤에 은(silver)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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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제작 결과물이다.  MEMS 공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웨이퍼의 사이즈가 제한이 있어서, 10cm by 10cm 사이즈를 4개 

제작하여 총 20cm by 20cm 크기의 메타표면을 삽입하였다. 

 

 

그림 4.2 패터닝된 PET 필름이 삽입된 접합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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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환경 
 

 측정 환경은 그림 4.3, 그림 4.4 과 같다. 실험에서 사용된 안테나는 

혼(horn) 안테나로 24-45GHz에서 작동하는 안테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렌즈 삽입형 접합유리가 목표하고 있는 주파수는 38.5 

GHz이다. 측정을 위해 사용된 차량은 Ray tracing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캐드 파일과 동일한 Hyundai SONATA(2015) 모델이다.  차량 

측면 유리창에 평면파를 입사하는 효과를 주기 위하여 차량으로부터 약 

2m 거리에 Tx 안테나를 위치시켰다. Rx 안테나는 그림 3.15의 색깔 

공과 같은 자리에 위치시켰다 

  

 

 

 

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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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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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 결과 고찰 
 

 그림 4.5는 spectrum analyzer를 통해 얻는 측정 결과이다. 평면파가 

자동차의 측면으로 수직하게 입사할 때 (a)는 기존의 접합유리를 

투과했을 때 결과이며, (b)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의 

측정결과이다. 약 4.6dB 이득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은 

표 3.2의 총 36개의 데이터 8개를 뽑아 각 위치에서 실험을 통한 

측정값과 시뮬레이션의 결과 값을 비교하는 자료이다. 시뮬레이션 

상황과 동일하게 차량의 측면에서 차량용 유리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상황이다. 평균 오차율은 약 2.8%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는 표 3.3의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실험을 통한 측정값과 

비교하는 자료이다. 비교적 높은 오차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도각과 

방위각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이득이 감소하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비스듬한 평면파에 입사되는 경우에 높은 

오차율을 보이는 이유는 HFSS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Ray tracing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때 발생된 문제로써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타표면이 삽입된 접합유리는 활용도가 매우 

높다. 유리창의 가운데에 삽입되지 않고 가장자리에 삽입될 수도 있으며, 

꼭 차량용 유리 이외에도 접합유리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밀리미터파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이동통신의 취약점인 

높은 투과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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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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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 
Window Gain[dB] Error 

rate 
Simulation measurement 

● 1 -1.2 -0.9 3.4% 

● 4 -3.0 -2.7 3.5% 

● 5 5.1 4.6 5.5% 

● 7 2.2 2.0 2.3% 

● 6 -2.2 -2.2 0% 

● 8 4.0 3.9 1.1% 

● 4 -3.5 -4.0 5.6% 

● 9 -1.5 -1.6 1.1% 

Everage Error Rate = 2.8% 

표 4.1 

 

 Color # 
Gain[dB]  elevation angle 

0 10 20 30 

Simulation ● 5 5.1 5.1 4.8 4.5 

Measurement ● 5 4.6 4.5 4.2 3.8 

Error rate   5.5% 6.6% 6.7% 7.7% 

 

표 4.2 

 

 

 Color # 
Gain[dB]  azimuth angle 

0 10 20 30 

Simulation ● 5 5.1 1.0 -1.2 -2.0 

Measurement ● 5 4.6 0 -2 -3.2 

Error rate   5.5% 10.9% 8.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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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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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5G Automotive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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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minated glass with the meta-surface embedded as proposed in this 

paper has two main properties.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e Frequency 

selective surface(FSS). In the millimeter wave band, the 38.5Ghz band used 

for 5G mobile communication has a higher transmission loss compared to 

conventional laminated glass.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beam shaping 

function through phase compensation. This refers to phase shifting surface 

(PSS)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the size of unit cells used in transmit array antennas is 2.5mm 

in length and width, and unit cells are designed based on the structure of actual 

laminated glass. Metasurface patterned on top of PET film is a structure 

inserted into laminated glass to maintain glass transparency. The area of the 

pattern of the Jerusalem structure per unit cell accounted for about 10 percent 

of the area, which is very small, thus reducing visibility of patterns as much 

as possible. Simulation results show improvements of up to 6.3 dB (38.5 GHz) 

in certain locations in the proposed model against conventional laminated 

glass. The loss of 5 dB (38.5 GHz) due to conventional laminated glass was 

sufficiently covered and the effect was improved than when the glass did not 

exist. The results to be measured from the actual fabrication were also almost 

consistent with the simulation results. The effects of the proposed mode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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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omotive interior propagation environment were also analyzed using a 

lay-tracing simulation based on a Matlab.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model proposed even inside the vehicle showed a 5 dB gain in a particular 

location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laminated glass and improved 

communication performance.  

 This is expected to show high utilization in various areas where laminated 

glass is used in the future. 

  

Keywords : Ray tracing, transmit array antenna, metasurface, lens, laminated 

glass 

Student Number : 2018-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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