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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16pt)

본 연구는 단일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LTCC :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공정을 통하여 100GHz 안테나-인-패키지 및 편

파에 의존하여 빔 조향 기능을 갖는 메타표면 렌즈를 결합한

full-package 시스템을 소개한다. W-band 에서의 높은 신호 감쇄

특성에 의해 제한되는 어플리케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메타표

면 렌즈가 필수적이다. 유닛 셀은 single/stacked 패치 사이에 그리

드 또는 cross-dipole 슬롯 구조로 구성되며, 고밀도 집적이 가능한

LTCC 공정의 장점을 이용하여 x-축 및 y-축 편파에 대해 독립적으

로 360도 위상 변조 범위 스팩을 달성하였다. 소형화 및 저전력화를

요구하는 시스템 패키징 방법으로 LTCC 안테나 및 전압 제어 발진

기 (VCO :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를 웻지 본딩한

antenna-in-package(AiP) 방법을 채용하였다. 베이스 보드가 결합된

AiP 측정 피크 이득은 107 GHz에서 8.86 dBi이며, x-축 편파에 대

해 각각 0도, +30도, +40도 빔조향 메타표면 렌즈를 결합할 경우

17.76 dBi, 16.2 dBi, 15.97 dBi의 이득을 확보하였다. y-축 편파의

경우는 0도, -30도, -20도로 빔 조향이 가능한 메타표면 렌즈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피크 이득이 18.76 dBi, 16.56 dBi,

16.5 dBi인 측정 결과를 얻었다. 제안되는 패키지 구조는 W-band에

서 편파에 의존하여 빔 조향이 가능하며 단일 공정으로 구현 가능한

유망한 시스템이다.

주요어 : Antenna-in-package, LTCC, stacked patch antenna,

metasurface lens, transmitarray

학 번 : 2019-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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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5G 이동통신 기술이 생겨남에 따라 초고속, 초고용량, 초저지연으로

차량 및 IoT(Internet of Things)와 같은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4G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우수한 성능으로 사용자들에게 초고해상도의

영상 콘텐츠, VR, 홀로그램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지원한다. 빅데이

터 출연 및 모바일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로 통신 기술에 있어서 대용

량의 데이터 전송 처리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 용량

(capacity)은 일반적으로 주파수 효율, 셀 밀도, 주파수 대역폭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1]. 주파수 효율 및 셀 밀도에 의한 용량 증가 추세

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는 주파수 대역폭 확장에 의해 용량을 증

대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log    (1)
샤논-하틀리 이론에 따르면 채널 용량 C는 위 식을 따른며 S는 평균

수신 전력, N 화이트 가우시안 잡음 전력 B는 채널 대역폭이다. 이는 신

호대 잡음비(SNR : Signal to Noise Ratio)에 따라 오류없이 전송 가능

한 최대 용량을 의미하며 대역폭과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는 5G에서

beyond 5G 및 6G로 이동통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높은 주파수 대역

을 타겟으로 해야 함을 내포한다. 100 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

하게 되면 광대역 특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장 박동수, 핸드 제스처와

같은 미세한 동작도 감지할 수 있으며 파장이 5G 대비 1/3.57배로 짧아

지므로 안테나 및 RF 모듈 크기 또한 1/3.57배로 줄어들어 소형화가 가

능하다. 반도체 공정의 발달로 100 GHz에서부터 서브 테라헤르츠 대역

까지 CMOS 나노 공정을 통한 단일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MMIC :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구현이 용이해지면서 안테나

및 MMIC 간의 패키징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패키징은 크게 안테

나를 MMIC 단일 공정으로 동시에 구현하는 안테나-온-칩(AoC :

Antenna-on-Chip) 방법과 안테나와 MMIC를 별도로 제작한 후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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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와이어 본딩 및 범프/볼 본딩과 같은 인터커넥션 과정을 거치는 안

테나-인-패키지(AiP : Antenna-in-Package) 방법이 있다 [2]. 하지만 60

GHz에서 AoC 및 AiP 경우 후자의 방법이 2-4배 가량 높은 이득 및 면

적 효율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3].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W-band 패키징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 번째로, 100 GHz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 의한 AiP 모듈 제작의 어

려움이다. 일반적인 상용 PCB 공정을 통해 프린팅 가능한 최소 선폭 및

간격은 모두 100 m 이상으로 100 GHz 이상의 50 옴 전송 선로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 그에 반해 LTCC 공정을 이용하면 최소 선폭 60 m와
간격 50 m뿐만 아니라 50 m 간격으로 스태킹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서는 안테나 및 렌즈 기판으로 YT–6 세라믹( ≈ tan ≈ )이 사

용되었으며, VCO 실리콘 다이와 동일한 열팽창 계수를 가져 후속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대한 오차가 미미하다.

두 번째는 웻지 인터커넥션 본딩에 의한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넓은

본딩 면적 및 최소 본딩 길이를 갖는 솔더 범프/볼과는 달리 웻지 본딩

은 0.05의 짧은 본딩 길이에 한해서 임피던스 매칭 특성 및 낮은 삽입

손실 특성이 보장된다 [4]. 같은 이유로 안테나 및 전력 감지기 간의 웻

지 본딩을 한 패키징 모듈의 경우 100 m의 본딩 길이 및 낮은 본딩 높

이를 가지며 엄격한 non-standard 본딩 기술을 요구한다 [5]. 다른 해결

방안으로, 본딩 길이가 가 되게 함으로써 MMIC 및 안테나 단자에서

의 임피던스가 모두 동일한 값을 갖도록 하는 셀프 매칭이 있다 [6]. 셀

프 매칭을 만족하는 짧은 본딩 길이를 위하여 몰딩 과정이 필요하며 이

는 큰 부피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안테나의 방사층과 그라운

드 사이에 다층의 reactive impedance suface (RIS) 구조를 삽입하여 별

도의 공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임피던스 매칭 특성 및 안테나 방사 패

턴 최적화 효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근거리 통신으로 제한된 어플리케이션 분야이다. 효율적인

통신을 위해서는 특정 방향으로 높은 전력을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빔 조향 시스템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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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배열형 안테나에 phase shifter 구조를 이용하여 일정한 위상차를 가

함으로써 빔 조향을 가능하게 한다. 증가한 안테나 엘리먼트 수 만큼 급

전라인이 필요하며 요구되는 전력 증폭기 및 phase shifter 수도 증가한

다. 전력 증폭기는 낮은 효율 및 출력 전력을 가지며 phase shifter는 높

은 손실을 가지기 때문에 W-band에서는 이득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빔

을 조향할 수 있는 메타표면 렌즈 결합이 필수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W-band 및 D-band 대역에서 메타표면 렌즈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7]–[10]. 그림 1.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종 패

키징 모식도이다. 메타표면에 의한 AiP 이득 향상으로 좁은 빔폭을 요구

하는 원거리 통신 분야까지 어플리케이션 가능하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LTCC 공정 및

패치 안테나의 광대역 기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프로빙용 안테나 및 웻지 본딩 AiP 설계에 대해 다루며, AiP

를 기반으로하는 메타표면 렌즈의 유닛 셀 구조와 렌즈 설계 과정에 대

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 4 장에서 AiP 및 메타표면 렌즈에 대한 측정

셋업과 결과를 보여주며 기존 연구된 메타표면 렌즈들과의 차별성에 대

해 설명함으로써 마친다.

[그림 1.1] W-band 메타표면 렌즈가 결합된 AiP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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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LTCC)

[그림 2.1] LTCC 공정 사이클 모식도

패키징 방법 중 안테나를 MMIC와 별도로 제작하는 AiP 방법을 채

용할 경우 높은 주파수로 안테나 모듈 사이즈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구현 가능성이 높고, 모듈 내부의 높은 경로 손실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안테나 제작 공정 조사가 필수적이다. 1990년대부터 소형화를

위한 시스템-인-패키지 및 시스템-온-칩 기술이 요구되면서 고밀도 소

자 집적이 가능하며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

(LTCC :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공정이 각광받기 시작했

다 []. 그림 2.1은 LTCC 공정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Glass 기반의 기자재와 바인더, 충진재를 혼합하여 두께가 50 m로 매

우 얇고 점도가 있는 그린 시트를 만든다. 이 그린 시트에 비아 및 동박

패턴을 프린팅 한 후 정렬하여 쌓고 일반적인 세라믹 소결 온도보다 낮

은 850℃에서 동시에 소성시킴으로써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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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손실  
  ∙ ∙ ∙ tan  (2)

일반적으로 단위 길이당 유전 손실은 위 식과 같이 정의되며 주파수

가 높아질수록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전율이 낮은 세라믹 기판이 요

구된다. LTCC에 사용되는 세라믹 종류는 저유전율부터 고유전율까지

매우 다양하여 현재도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 [11]. 60 GHz에서 손실 탄

젠트 값이 0.001 ~ 0.002인 매우 낮은 세라믹도 있으나 100 GHz에서의

물성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추가의 측정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 사용된 LTCC 세라믹은 YT-6으로 60 GHz에서 유전율 5.9, 손실

탄젠트 0.0027 값을 가지며 100 GHz에서 유전율 5.9, 손실 탄젠트 0.01값

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LTCC PCB Aln
Min. substrate

thickness [um]
300 300 130

Min. layer

thickness [um]
50 60 130

Epsilon 6/25/35 4.3 9.8
Loss tangent 0.0027(@60GHz) 0.018 0.0001

Via diameter[um] 50 100 130
Via pitch[um] 150 200 500
Line width[um] 60 80 100
Line spacing[um] 50 80 125

[표 2.1] LTCC / PCB / Aln 공정 비교

표 2.1은 밀리미터파 소자 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쇄 회로 기

판(PCB : Printed Circuit Board), (Aluminium Nitride)공정에 대한 디자

인 룰을 LTCC와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2.2는 표 2.1의 수치 정

보들을 반영하여 MMIC와 솔더 범프 본딩된 단일 패치 안테나 설계 모

습을 보여준다. LTCC의 경우 매탈층 사이의 간격을 50 m 단위로 증

감시킬 수 있으며 고밀도의 비아 배치와 60 m의 최소 선폭과 50 m의
최소 패턴 간격으로 패턴 인쇄가 가능하여 세 가지 공정 중 가장 높은

안테나 이득과 임피던스 매칭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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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치 안테나 광대역 기법

[그림 2.2] 패치 안테나 모식도

패치 안테나는 배열이 쉽고 매우 얇은(low-profile) 특성을 가져 소형

화 시스템 또는 고이득 시스템과 같이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매우 무궁한

응용 분야를 가진다. 무엇보다 다른 RF 부품들과 결합이 용이하여 밀리

미터파 시스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안테나 종류 중 하나이다. 하지만

급전부와 격리도 특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협대역 특성을 갖는다는 단

점이 있다. 따라서 이전부터 패치 안테나의 대역폭 개선을 위한 많은 노

[그림 2.3] (a) 개구 결합 패치 안테나 (b) 근접 급전 패치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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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기생 패치 구조가 추가된 패치 안테나 모식도

력이 있었다 [12]-[17].

급전 방법을 통한 대역폭 개선 기법으로는 크게 근접 급전과 개구

결합 급전 방법이 있다. 그림 2.3(a)는 마이크로스트립라인과 패치 사이

의 간접적인 필드 커플링을 통해 방사하는 개구 결합 패치 안테나이며

그림 2.3(b)는 급전 라인과 패치 사이에 있는 그라운드에 슬롯 구조를

추가하여 그것을 매개로 필드가 커플링 되어 방사하는 근접 급전 패치

안테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급전 방법 모두 급전 라인이 있어야 하며 이

는 100 GHz 이상 대역에서 높은 손실을 유발한다. 이 외에도 방사층 아

래에 캐비티 구조를 추가하는 방법 [12]–[13], 기판의 유전율을 낮추는

방법 [14]–[15], 기판의 두께를 늘리는 방법 [16]–[17] 들이 있으나 이는

공정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대안으로 그림 2.4과 같이 급전 패치와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기생

패치들을 배치한다 [18]. 예시로, 100 GHz에서 동작하는 LTCC 패치 안

테나와 수직적으로 4개의 기생 패치를 스택할 경우 그림 2.5(a)와 같이

기생 패치들에 의해 다중 공진이 형성되며 86.13-107.98 GHz (21%) 및

114.91-124.32 GHz (10%)의 이중 대역 확보가 가능하다. 그림 2.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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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2.5] (a) 기생 패치 구조에 의해 확보된 이중 대역폭 (b)

100 GHz 및 120 GHz 에서의 2D E-plane 방사 패턴 결과 (c)

H-plane (d) 100 GHz 및 (e) 120 GHz에서의 전류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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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100 GHz 및 120 GHz 에서의 전류 크기 분포를 보여준다. 100

GHz 에서는 급전 패치 및 기생 패치 간의 전기적 결합이 우세한 반면,

120 GHz 에서는 자기적 결합이 우세하다. 후자의 경우 그림 2.5(b)-(c)

의 초록 실선이 나타내듯이 결합 세기가 H-plane에서 y-축에 대하여 대

칭이기 때문에 빔이 갈라지는 특성을 보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x-축에

대하여 대칭적이지 않으며 기생 패치의 위치를 조절을 통해 빔 조정이

가능하여 원하는 패턴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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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iP 및 편파 의존 빔 조향 렌즈

제 1 절 안테나-인-패키지(AiP)

1. 웻지 본딩용 안테나

[그림 3.1] 웻지 본딩용 안테나 모식도 및 3 층의 RIS 구조와 플립칩 부착을

위한 캐비티 구조도

[그림 3.2] 안테나 및 VCO 웻지 본딩

인터커넥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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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ize [mm] Parameter size [mm]
Wsub
Lsub
LRIS1

16
3

0.06

LRIS3
WRIS3

g3

0.15
0.11
0.05

WRIS1
g1

LRIS2

0.12
0.05
0.11

Lcavity
Wcavity
Hcavity

1.5
1.5
0.2

WRIS2
g2

0.08
0.005

Hchip
Hwedge

< 0.1
<0.02

[표 3.1] 웻지 본딩용 안테나 설계 파라미터 및 수치 정보

그림 3.1은 웻지 본딩을 위해 제안된 LTCC 안테나 모식도이다. 본딩

길이가 짧을수록 RF 성능이 보장되는 특성에 의해 신호 비아 주변을 둘

러싼 그라운드 비아 일부분을 제거한 뒤 캐비티 구조를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였다. VCO와 동일한 두께를 갖지만 공정 자유도를 늘리기

위하여 15x15 의 크기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하지만 공정 한계로 인

하여 균일하게 planar한 캐비티 제작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0-100 m 이
내로 칩이 돌출된 상태로 부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2는 웻지 본딩

형상을 보여주며 Hchip은 칩의 돌출 높이를 의미한다. 가능한 경우를 모

두 고려할 때, 성능이 민감하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

피던스 매칭을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2. 임피던스 매칭 기법

와이어 길이 조절을 통한 셀프 매칭 방법 또는 매우 짧은 본딩 길이

및 높이와 같은 엄격한 공정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해결 가능하지만 현실

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Reactive Impedance

Surface (RIS) 구조를 채용하여 안테나의 입력단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를 VCO의 50옴 출력 단자로부터 웻지 와이어에 의해 변화된 임피던스

와 매칭되도록 하였다. RIS는 사각 패치들의 주기적인 배열로 구성되며

패치와 그라운드 매탈 사이에 삽입되어 결합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

다. 안테나의 Q-factor 증가로 인해 대역폭이 향상된다. 그림 3.2는 웻지

본딩 형상을 보여주며, 이 때 Hwedge는 <0.02 mm로 안테나 패드 부분에



- xii -

(a)

(b)

[그림 3.3] 셀프 매칭과 RIS의 성능 비교 (a) 방사 패턴 (b) 임피던스 매칭

첫 번째 본딩을 한 후 VCO 패드에 두 번째 본딩을 함으로써 쉽게 구현

할 수 있다. 표 3.1의 수치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된 웻지 본딩용 안테나

는 다층의 RIS 구조를 삽입함으로써 그림 3.3과 같이 기존 셀프 매칭 기

법에 대비하여 개선된 방사 패턴 및 임피던스 매칭 특성을 보여준다. 셀

프 매칭을 통해서는 98.92-103.76 GHz (4.84%)의 대역폭 확보가 가능하

지만 RIS를 통한 매칭 방법은 92.15-106.30 GHz (14.15%)의 더 넓은 대

역폭 확보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방사 패턴도 얻을 수 있다. 그림 3.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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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 칩 돌출 높이에 따른 (a) 피크 게인 특성 및 (b) 임피던스 매칭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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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의 돌출 정도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성능을 유지함을 보여준다. 칩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보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DC 전력 공급기

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3x3 의 크기를 갖는 FR4

기판을 이용한 베이스 보드를 AiP와 솔더볼 본딩되도록 설계하였다. 이

때 베이스 보드의 탑 매탈에 의해 웻지 와이어로부터 유실되는 필드들이

반사되어 일부는 안테나의 이득을 6 dBi에서 9.2 dBi로 증가하는데 기여

하며 다른 일부는 사이드 로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을 그림 3.5의

E-field 분포도와 AiP의 이득 변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a)

(b)

[그림 3.5] (a) 베이스 보드 유무에 따른 E-field 크기 분포 (b) AiP의

이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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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AiP 기반 LTCC 메타표면 렌즈

W band 대역에서는 높은 경로 손실로 원거리 통신 제약이 있으며

모듈 내부 및 모듈 간의 결합에 의한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동

통신 시스템이 진보할수록 정밀한 탐지, 저전력, 고성능 시스템을 요구하

므로 송수신단의 고이득 조건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득 향상을 위한 방

법으로 low profile 특성을 갖는 메타표면 렌즈가 활용된다.

메타표면은 파장보다 얇은 두께의 유닛 셀들을 주기적으로 배치하여

인위적으로 전파 특성을 변화시키도록 설계된 구조를 의미하며 안테나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이득 향상, 빔 성형 및 조향이 가능하여 경로 손

실이 큰 밀리미터파 대역 시스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

문의 메타표면 렌즈는 안테나와 동일한 공정인 LTCC를 이용하여 단일

공정으로 안테나 및 렌즈뿐만 아니라 렌즈를 지지하는 지그까지 풀 패키

징 구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1. 유닛 셀 설계

안테나의 편파 기능을 이용하는 유닛 셀들은 높은 편파 격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3.6과 같이 패치/그리드 또는 패치/cross-dipole

어퍼쳐가 격으로 스택된 구조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19]-[20]. 서브 파

장 대역에서 패치는 capacitance 성분이, 그리드는 inductance 성분이 우

세하며 cross-dipole 어퍼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는 경우 병렬 공진 특성

을 갖는다. 따라서 등가 회로를 구해보면 그림 3.6의 유닛 셀들 모두 대

역 통과 특성 응답을 갖는 공간 필터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스택되는

매탈 수가 증가할수록 필터 차수가 증가하며 이는 유닛 셀이 갖는 위상

이동값이 주파수에 따라 빠르게 변하게 한다. 유닛셀을 구성하는 패턴

크기를 미세하게 변화시켜도 위상값이 크게 변하므로 더 넓은 위상 변조

범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용 PCB 공정은 매탈 층의 증가에 따라 공정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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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메타표면의 장점인 low profile 특성을 잃게

된다. 하지만 LTCC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유닛 셀들은 0.3 mm의 얇은

두께에 최대 7개의 매탈 층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동

일 두께의 유닛 셀일 경우 PCB는 제한된 매탈 수에 의해 위상 조정 범

위가 좁을 수 밖에 없고 bondply 매질을 추가로 고려하여 낮은 투과 스

팩을 갖는 유닛 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3.7(a)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 3.6(b)의 3층 유닛셀은 180도 위상

변조 범위만 확보 가능하지만 5층 매탈 유닛 셀들(그림 3.6(c), (d))의 경

우 360도 위상 범위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y-축 편파의 입사파일 경우

에는 30도 단위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반면 x-축 편파에 대해서는 특정

위상값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위상을 두 입사파의 편파에 따라 독립

적으로 변조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3.7 (c)는 (a), (b)에 나타낸 유닛셀

들이 갖는 투과 손실을 보여주며 유닛 셀 파라미터 수치들은 표 3.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유닛 셀 모두 두 편파에 대해 3 dB 이내의 투과

손실을 갖도록 선택 되었지만 대부분 1.5 dB 이내의 값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동일 위상값에 해당하는 유닛 셀이 여러 개일 경우 투과 손

실이 최솟값인 유닛 셀 하나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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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6] (a) 일반적인 상용 PCB 3 매탈 층 유닛 셀 (b) LTCC 3

매탈 층 유닛 셀 (c) 그리드 구조 및 (d) cross-dipole 슬롯 구조를

포함한 5 매탈 층 유닛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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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7] (a) 3 매탈층 유닛 셀의 위상 변조 범위 (b) 5 매탈층 유닛 셀들의

위상 변조 범위 (c) (a), (b)에 나타낸 유닛 셀들의 투과 손실



- xix -

Unit Cell Type Dimensions [mm]

Fig. 8.

(b)

UC1 A1_x = 0.26, A1_y = 0.32, wx = 0.1 wy = 0.1

UC2 A1_x = 0.315, A1_y = 0.315, wx = 0.1 wy = 0.1

UC3 A1_x = 0.37, A1_y = 0.31, wx = 0.1 wy = 0.1

UC4 A1_x = 0.415, A1_y = 0.3, wx = 0.1 wy = 0.1

UC5 A1_x = 0.45, A1_y = 0.3, wx = 0.1 wy = 0.1

UC6 A1_x = 0.48, A1_y = 0.3, wx = 0.1 wy = 0.1

Fig. 8.

(c)

UC7
h1 = 0.1, h2 = 0.05, B1_x = 0.18, B1_y = 0.24, B2_x = 0.18, B2_y = 0.24,

wx = 0.1 wy = 0.11

UC8
h1 = 0.1, h2 = 0.05, B1_x = 0.2, B1_y = 0.28, B2_x = 0.18, B2_y = 0.25,

wx = 0.1 wy = 0.1

UC9
h1 = 0.1, h2 = 0.05, B1_x = 0.28, B1_y = 0.28, B2_x = 0.25, B2_y = 0.25,

wx = 0.1 wy = 0.1

UC10
h1 = 0.05, h2 = 0.1, B1_x = 0.28, B1_y = 0.28, B2_x = 0.3, B2_y = 0.25,

wx = 0.1 wy = 0.1

UC11
h1 = 0.05, h2 = 0.1, B1_x = 0.35, B1_y = 0.25, B2_x = 0.4, B2_y = 0.3,

wx = 0.125 wy = 0.125

UC12
h1 = 0.05, h2 = 0.1, B1_x = 0.39, B1_y = 0.25, B2_x = 0.4, B2_y = 0.3,

wx = 0.125 wy = 0.075

UC13
h1 = 0.05, h2 = 0.1, B1_x = 0.42, B1_y = 0.25, B2_x = 0.43, B2_y = 0.3,

wx = 0.125 wy = 0.075

UC14
h1 = 0.1, h2 = 0.05, B1_x = 0.46, B1_y = 0.3, B2_x = 0.46, B2_y = 0.17,

wx = 0.1 wy = 0.04

UC15
h1 = 0.1, h2 = 0.05, B1_x = 0.45, B1_y = 0.3, B2_x = 0.47, B2_y = 0.29,

wx = 0.125 wy = 0.1

UC16
h1 = 0.1, h2 = 0.05, B1_x = 0.48, B1_y = 0.3, B2_x = 0.48, B2_y = 0.29,

wx = 0.125 wy = 0.1

UC17
h1 = 0.1, h2 = 0.05, B1_x = 0.5, B1_y = 0.3, B2_x = 0.5, B2_y = 0.29,

wx = 0.125 wy = 0.1

UC18
h1 = 0.1, h2 = 0.05, B1_x = 0.51, B1_y = 0.3, B2_x = 0.51, B2_y = 0.27,

wx = 0.125 wy = 0.1

[표 3.2] 그림3.7에 나타낸 유닛 셀들에 대한 유닛셀 설계 파라미터 및 수치

정보



- xx -

2. AiP 기반 렌즈 설계

[그림 3.8] 베이스 보드 및 LTCC 지그 영향을 고려한 위상 필드 캡처

렌즈의 초점 거리 및 사이즈가 결정되면 그림 3.8과 같이 AiP에서 방

사하는 E-field의 위상을 캡처한다. 이 때 베이스 보드에 의한 사이드 로

브 증가 및 이득 향상 영향뿐만 아니라 지그에 의한 빔 패턴 변화도 고

려해야 한다. Y-축에 대하여 필드가 대칭적이며 축과 나란한 방향에 대

해 빔 조향이 이루어 지도록 의도한다면 전체의 필드 분포도 대신 절반

면에 대해 유닛 셀 매칭 및 존 형성 작업을 거친 뒤 마지막 단계에서 대

칭시킴으로써 설계 과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다룰 수 있다. 그림 3.9(a)

는 캡처된 필드의 위상에 해당하며 구면파를 평면파로 변환하기 위해 특

정 위상값으로 모두 보상시킨다. 이때 특정 위상값은 마지막 단계에서

투과 손실이 비교적 낮은 유닛 셀들의 분포가 다수가 되도록 결정한다.

평면파를 특정 ±  (+ : 오른쪽 방향, - : 왼쪽 방향)로 조향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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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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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그림 3.9] 렌즈 설계 순서도 (a) 캡처된 위상 (b) 평면파 변환과 빔 조향을

위한 위상 오프셋 단계 (c) 유닛셀 매칭 (d) 렌즈 성능 향상을 위한 유닛 셀 존

형성 (e) x-축 및 y-축 편파에 대한 최종 유닛 셀 분포 다이어그램.

서 안테나 위상 배열 이론을 적용한다. Y-축에 대해 인접한 유닛 셀들간

의 위상차를 주는 오프셋 값은 빔 조향각이 정해지면 array factor(AF)에

의해 도출된다. (c)는 (b)의 위상 분포에 해당하는 유닛 셀들을 정확하게

배치한 결과이다. 이는 오히려 이득 향상 성능을 감소시키며 인접한 유

닛 셀들이 유사한 위상을 가질 때 하나의 대표 유닛 셀로 존을 형성시킴

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21]. 마지막으로 다른 편파의 캡처된 위상 분포

의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최종 두 편파에 대한 유닛 셀 분

포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X-축 및 y-축에 대하여 (0, 0), (30,

-30), (40, -20)도의 빔 조향각을 갖는 렌즈들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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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작 및 측정

제 1 절 측정 환경 및 손실 보정

[그림 4.1] AiP 측정 환경 셋업

측정 환경은 그림 4.1과 같이 자체적으로 신호를 발생하고 방사하는

AiP 모듈을 수신 안테나인 W-band, Aerowave 10-7025 혼 안테나로부

터 6cm 떨어뜨린 후, 전력 계측기를 통해 절대 전력 값을 읽어 이득을

산출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정확한 안테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송

신부의 MMIC에서 발생하는 출력 전력 값이 필요하며 수신부에서는 혼

합기를 통한 주파수 하향 변환에 의한 손실 및 케이블 손실 값들이 필요

하다. 따라서 AiP 성능 측정을 위하여 두 가지 측정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림 2와 같이 Keysight E8257D 신호 발생기와 OML

S10MS-AG 소스 모듈을 통해 90-110 GHz 대역의 신호가 어댑터 및 케

이블을 거쳐 송신 프로브로 흐르게 한다. 매우 짧은 길이의 동일 평면

도파관(CPW : Coplanar waveguide)을 지나 동일한 프로브와 케이블 및

어댑터를 거친 신호가 혼합기를 통해 전력 계측기로 수신 전력을 측정한



- xxiv -

다. 파워 미터로 P1과 P2 값을 구하고 (P2-P1)/2 결과로 케이블과 어댑

터에 의한 손실을 도출할 수 있고, 계측기에 나타난 전력 값 P3과 P2 값

의 차를 이용하여 혼합기의 주파수 하향 변환에 의한 손실 값을 구할 수

있다. 표 4.1는 손실 요소 측정에 대한 결과 정리로 송신 신호 주파수에

따른 P1, P2, P3 값과 그 값들을 이용하여 도출해 낼 수 있는 케이블 및

[그림 4,2] 손실 보정을 위한 셋업 블록 다이어그램

Frequenc
y (GHz)

P1 
(dBm

)
P2 

(dBm)
Spectrum 

Power 
(dBm)

Cable + 
Probe loss

(dBm)
Mixer Conversion loss

(dBm)
Total loss

(dBm)
90 9.19 -3.00 -47.60 6.09 44.83 50.93
91 9.14 -2.37 -46.23 5.76 43.85 49.61
92 9.53 -1.99 -44.86 5.76 42.87 48.63
93 9.16 -1.84 -45.04 5.50 43.35 48.86
94 8.99 -1.39 -45.23 5.19 43.84 49.03
95 9.29 -1.30 -45.33 5.29 44.03 49.33
96 9.13 -1.94 -45.64 5.53 43.87 49.41
97 8.57 -2.22 -45.94 5.39 43.72 49.11
98 8.89 -2.12 -45.33 5.50 43.21 48.72
99 8.96 -2.53 -45.42 5.74 42.88 48.63
100 8.00 -3.41 -46.27 5.71 42.85 48.57
101 8.45 -2.22 -45.74 5.33 43.51 48.85
102 8.35 -2.29 -45.78 5.32 43.49 48.82
103 7.97 -2.54 -46.10 5.26 43.56 48.82
104 8.49 -2.05 -45.63 5.27 43.58 48.85
105 7.68 -2.86 -46.44 5.27 43.57 48.85
106 6.64 -3.92 -47.17 5.28 43.25 48.53
107 7.18 -3.06 -46.33 5.12 43.26 48.39
108 6.76 -3.45 -47.01 5.10 43.56 48.66
109 6.17 -4.12 -48.27 5.14 44.15 49.30
110 6.46 -3.98 -48.28 5.22 44.29 49.52

[표 4.1] 손실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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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3] (a) MMIC 출력 전력 측정 셋업 (b) MMIC 프로빙

모습 (c) 전력 계측기에서의 출력 신호

프로브에 의한 손실과 혼합기의 주파수 하향 변환에 의한 손실 값들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칩의 RF 출력 전력을 측정하였으며 셋업은 그림 4.3

(a), (b)에 나타내었다. 칩에 직류 전압 바이어스를 가한 후 프로브를 통

해 RF 패드에서의 출력 전력을 측정하였다. 직류 바이어스 전압값이

AiP 모듈 측정시 가한 값과 유사해야 하고 수신된 최대 전력 신호의 주

파수 또한 비교적 동일해야 칩의 출력 전력 측정이 의미가 있다. AiP 측

정시 107 GHz에서 최대 신호가 수신되어 손실 보정도 107 GHz를 중심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림 4.3(c)와 같이 전력

계측기로부터 얻은 데이터들을 평균낸 결과 –73.59dB가 나왔다. 표 4.1

의 107 GHz에서의 케이블 및 프로브 손실 –5.12dB, 믹서에 의한 손실

–43.26dB임을 반영하여 칩의 출력단에서의 전력 값 –25.2dBm을 얻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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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AiP/메타 표면 측정 및 고찰

[그림 4.4] (a) 프로빙용 안테나 급전부 (b) 프로빙용 안테나 급전 모습

[그림 4.5] 프로빙용 안테나 반사 손실 측정 모습

AiP 이득 측정에 앞서 안테나가 동작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4.4 및 그림 4.5와 같이 안테나가 프로브 스테이션 매탈 플레이트를

향해 방사하도록 급전부를 제작한 후 원거리장 거리가 1.5 mm임을 고려

하여 두께가 5 mm인 스티로폼을 안테나 아래에 부착하였다. 그림 4.6은

프로빙용 LTCC 안테나의 반사 손실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가

유사함을 보여준다.

AiP 모듈의 이득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6 cm 거리에 위치한 혼 안

테나를 ±90ﾟ회전시켜 얻은 절대 전력 값으로부터 링크 버짓을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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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프로빙용 안테나 반사 손실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

역산출 하는 것이다. 그림 4.1의 측정 셋업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07

GHz에서 최대 전력을 갖는 신호가 잡혔으며 이는 칩의 설계 조건과 실

제 AiP 웻지 본딩 인터커넥션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에 반영한 본딩 길이

보다 짧아 반사 손실 –10dB 대역폭이 더 개선됨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

다. 스펙트럼에 읽힌 값을 바탕으로 링크 버짓을 계산한 후 얻은 안테나

이득을 그림 4.7에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최대 이득이

8.86Bi가 나왔으며 이는 시뮬레이션 이득 9.2 dBi보다 0.34 dBi 낮지만

단일 패치 안테나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보여준다.

사이드 로브 또한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패턴으로 측정되었다.

메타 표면 측정은 AiP 이득 측정 경우와 동일한 셋업을 사용하였으

며, 렌즈를 결합하였을 때 전력 계측기에 수신되는 전력과 결합하지 않

았을 때 수신되는 전력의 차이 값을 얻은 뒤 측정된 AiP 이득에 더해주

었다. 세 종류의 메타표면 렌즈의 두 편파에 대한 빔 조향 측정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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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E-plane에서 시뮬레이션 및 측정된 AiP 방사 패턴

그림 4.8에 도시하였으며 잡음 레벨에서는 VCO의 출력 전력의 한계에

의해 정확한 이득 값을 추출이 불가능하였지만, 피크 빔이 뜬 와 주변

값에 해당하는 각도에서는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양상으로 동작함을 검증

하였다. X-축 편파에 대해 0도, +30도, +40도로 조향되도록 설계된 렌즈

들은 각각 18.5 dBi, 17 dBi, 16.3 dBi의 시뮬레이션 이득과 17.76 dBi,

16.2 dBi, 15.97 dBi의 측정 결과를 얻었다. Y-축 편파의 경우에는 0도,

-30도, -20도로 빔이 조향되며 시뮬레이션 이득은 각각 18.9 dBi, 17.14

dBi, 17.2 dBi이며 측정 이득은 18.76 dBi, 16.56 dBi, 16.5 dBi 값을 얻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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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림 4.8] x-축 및 y-축 편파에 대해 (0, 0), (30, -30), (40, -20)

도의 빔조향 기능을 갖는 세 종류 렌즈 이득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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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메타표면 렌즈 제작에 최적화된 공정은 크게 PCB와 LTCC가 있다.

표 4.2는 기존에 개발된 W-band 또는 D-band 메타표면 렌즈들과 성능

비교를 정리한 것이다 [7]-[10].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인 통신 주파수보

다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한다는 충분한 참신함을 가지고 있지만 패

키지된 RF 부품 기반의 연구는 매우 극소수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렌즈는 AiP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하나의 linear

polarization (LP) 대신 두 개의 LP에 대해 독립적으로 위상을 제어함으

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렌즈 두께가 0.3 mm로 가장

low-profile 특성이 뚜렷하면서도 7개의 매탈을 집적함으로써 각 편파에

This Work [7] [8] [9] [10]

Freq (GHz) 100 140 145 83 130

Process LTCC LTCC PCB PCB PCB

Pol 2 LP 1 LP 1 LP 1 LP 1 LP

Function Beam
steering

Gain 
enhancing

Beam
steering

Beam 
steering

Gain 
enhancing

AiP (Gain 
[dBi]) Yes (8.57) No (20*) No (10*) No (25*) Yes (8.4**)

Unit cell size 
[mm] 0.6 1.25 1.065 1.03 1.15

Max. IL[dB] 1.96 0.8 < 3 0.8 < 1.5
# of metal 

layers 7 7 3 3 3

Via No Yes Yes No Yes

Phase tunable 
range 360° 360° 3-bit 360° 3-bit

Lens size [mm] 16.8 40 40 32 46.2

Thickness [mm] 0.3 0.6 0.48 0.5 0.48

f/D 0.59 1.87 0.75 0.85 0.75

Lens gain 
[dBi] 18.9 33.45 33 - 25

*Standard horn antenna of W-band and D-band **Simulated value

[표 4.2] W-band 및 D-band 에서의 기존 메타표면 렌즈들과 성능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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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360도의 위상 변조 범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f/D 값 또한 매우 작

아 ultra-compact한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다. 동일한 LTCC 공정을 사

용하여 140 GHz에서 단일 LP 혼 안테나 이득을 증가시켜주는 연구가

있었으며, 이는 PCB 공정을 사용한 메타표면 렌즈보다 2배 이상의 매탈

을 쌓을 수 있으며 LTCC 공정을 사용하여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7], [8]. 하지만 두 경우 모두 via 구조를 유닛 셀이 포함

하고 있으며 패키지된 안테나를 기반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빔 조향이

가능한 메타표면 렌즈의 또 다른 연구로, 83 GHz에서 multiple source

안테나를 이용하여 렌즈 중심축으로부터 6 mm 벗어난 안테나를 급전시

킴으로써 ±12 도의 빔 조향이 가능하다 [9]. 이는 기존 위상 배열 안테

나의 경우보다 효율적이지만 임의의 위치에 있는 multiple 안테나를 급

전시키기 위하여 여러개의 급전부가 필요하며 빔조향각 범위도 매우 제

한적인 단점이 있다. AiP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130 GHz PCB 메타표면

렌즈도 있지만 역시 단일 LP에 대해 동작한다 [10]. 단일 LP의 경우보다

이중 LP에 대한 유닛 셀 선택 과정의 난이도가 훨씬 높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3 dB 이내의 손실을 갖는

유닛 셀들을 채택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두 편파에 대해 1.5 dB 이내의 투

과 손실을 갖는 셀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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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AiP를 기반으로 하며 입사파의 편파에 따라 빔을 two-state

로 조향할 수 있는 W-band 메타표면 렌즈 결합 패키징 시스템을 소개

한다. LTCC 단일 공정을 이용하여 유닛 셀의 필터 응답 특성을 개선함

으로써 360도의 위상 변조 범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패치/스택 패치 사

이에 그리드/cross-dipole 슬롯으로 구성된 유닛 셀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두 편파에 대한 격리도가 모든 유닛 셀에 대해 <-50 dB를 만족한다. 메

타표면 렌즈가 기반으로 하는 AiP는 웻지 본딩에 의해 틀어진 임피던스

매칭을 위하여 다층의 RIS 구조가 삽입되었다. 결과적으로 90도의 빔조

향각 범위를 가지면서 피크 이득이 17.8 dBi에서 15.8 dBi로, 2 dBi 이내

의 값으로 감소한다. 이는 W-band에서 이득을 향상과 동시에 빔 성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호 감쇄 문제를 해결하고 제한된 어플리케이션 문

제를 극복시키는 유망한 시스템으로 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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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100 GHz Single

LTCC Antenna-in-Package(AiP)

with Metasurface Lens

Yeongmye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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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troduces a full-package system that combines a 100

GHz antenna-in-package (AiP) and a metasurface lens with a beam

steering function depending on the two types of polarization using a

single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LTCC) process. The problem

of high signal attenuation in the W-band is compensated by

integrating AiP with a metasurface lens that steers the beam

according to the polarization of the antenna with enhancing the gain.

The unit cell consists of a grid or cross-dipole slot structure between

single/stacked patches. By using the LTCC process, it is possible to

enable multi-layer metal stacking and obtain a 360-degree phase

tunable range independently for the x-axis and y-axis polarization.

Consisting of wedge bonding between LTCC antenna and

voltage-controlled oscillator (VCO), AiP is suitable for systems

requiring miniaturization and low power consump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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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AiP peak gain with baseboard is 8.86 dBi at 107

GHz. The peak gain of AiP with a metasurface lens having a beam

steering angle of 0, +30, +40-degree for x-axis polarization is 17.76,

16.2, and 15.97 dBi, respectively. With y-axis polarization, the

measured gain of metasurface lens with the beam in the 0, -30,

-20-degree directions is 18.76, 16.56, and 16.5 dBi, respectively. The

proposed package structure is a promising system that enables the

beam steering depending on the AiP polarization in the W-band and

can be implemented in a single LTCC　process.

keywords : Antenna-in-package, LTCC, stacked patch antenna,

metasurface lens, transmit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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