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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토해양부 “해양 RF기반 선박용 Ad-hoc 네트워크 개발” 사업의 결과  일부임

요  약

본 논문은 해상용 VHF 디지털 모뎀의 구성요소  하나인 방향성 결합기  정류회로의 설계에 한 것이다. 모

뎀을 통해 송신되는 력을 모니터링하기 해, 송신 신호의 일부를 추출하는 방향성 결합기와, 결합된 RF 신호에 

비례하는 DC 압을 만들어내는 정류회로를 설계 제작하 다. 160 MHz 역에서 25 dB 이상의 지향성을 갖는 평

행 결합 선로 결합기를 구 하여, 모뎀 송신 력이 1 W ~ 25 W로 변할 때 정류회로의 출력 압이 약 0.85 V ~ 1.6 

V로 선형 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제안된 결합기  정류회로는 해상용 VHF 디지털 모뎀에 유용하게 사용

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e design of coupling and rectifying circuits for the maritime VHF digital modem is investigated in this paper. To monitor the 

transmitting power of the modem, a directional coupler which is used to extract a small fraction of the transmitter signal power, and a 

rectifying circuit which make DC voltage proportional to the coupled rf power are designed and fabricated. The parallel-coupled line coupler 

with directivity of above 25 dB at 160 MHz bands is designed and it is shown that the output voltage of the rectifying circuit is linearly 

changing from 0.85 V to 1.6 V when the transmitting power of the modem is varying from 1 W to 25 W. The proposed coupler and rectifying 

circuits are expected to be suitable for maritime VHF digital mo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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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박에 설치된 다양한 해상 통신장비 부분은 선박

의 안 운항  해난사고 는 조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을 해 음성통신을 심으로 사용되고 있다[1]. 최

근들어 해상에서도 육상에서와 같이 비용으로 e-mail, 

SMS, 팩스 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 서비스 등 디지

털 데이터 통신에 한 요구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 선박의 안 하고 경제 인 운항을 육상에서 원격 

지원하고, 육상에서 선박을 모니터링 하고 기 응 등

에 용하기 한 해양통신장치에 한 요구가 증 하

고 있다[2].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해상이동업무에 분

배된 단  주 수 (VHF)를 사용하여 해상 통신 장비

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 한 의가 ITU-R 5

연구반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

해 ITU-R M.1842  ITU-R M.1842-1 와 같은 국제 권고

안이 제정 공표되었다[3][4]. 

이와 같이 해양 디지털 통신 장치에 한 심이 높아

지면서 이러한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으며[5],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VHF 역 디지털 

통신 모뎀의 개발은 이러한 통신 장비의 개발에서 가장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용 VHF 역 디지털 통신 모뎀

의 구성 요소 의 하나로서 송신 출력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회로를 제안한다. 즉, 해상용 VHF 모뎀의 경우 

155~163.5 MHz 주 수 역에서 송신 력이 1W에서 

25W까지 변하게 되므로, 이러한 송신 력을 모니터링

하기 해서는 송신 력에 비례하는 회로가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기와 정류회로를 사용하여 

160MHz 역에서 1~25W의 력에 비례하는 DC 압

을 만들어내는 회로를 제안하고 실험한 결과를 기술하

고자 한다. 

Ⅱ. 결합  정류회로부 설계

방향성 결합기는 고주  시스템에서 필터, 력분

배기  합성기 등 많은 응용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

동소자  하나이다[6][7]. 본 논문에서는 해상 VHF 모

뎀 역 신호의 력을 모니터링하기 해 송신 신호의 

일부를 결합시키기 한 결합기와 결합된 RF 신호의 

력 측정을 한 정류회로부를 설계 제작하고자 한다. 

해상용 VHF 모뎀의 경우 155~163.5 MHz 주 수 역

에서 송신 력이 1W에서 25W까지 변하게 되므로, 개

발하려는 결합기는 결합되는 신호의 크기가 송신되는 

신호에 향을 주지 않도록 작은 양이 결합되면서, 1W

에서 25W까지 변하는 송신신호의 크기에 해 결합되

는 양이 선형 으로 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결합도가 낮은 평행결합선로 방향성

결합기를 사용하 다. 

한 정류회로로는 결합기를 통해 달되는 160MHz 

역의 신호 력에 비례하는 DC 압을 나타낼 수 있

도록 정류회로의 동작범 를 조 하여, 해상용 VHF 모

뎀에 합하도록 설계를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

나의 다이오드만 사용하여 회로의 구성이 간단한 반

정류회로를 제안하 다. 방향성결합기에서 결합된 RF 

신호를 반  정류 회로로 달하기 해 임피던스 정합

회로의 설계가 필요하며, 정류된 DC 신호를 모뎀의 제

어부에 달하기 해 버퍼 회로도 필요하다. 

그림 1. 제안하는 결합  정류회로의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coupling and 

rectifying circuits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결합기  정류회로부

의 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방향성 결합

기의 결합도와 격리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방향성 

결합기의 3번 단자(P3)과 4번 단자(P4)에 각각 정류회로

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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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평행결합선로 방향성결합기의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행결합선로 방향성결합기

의 모양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결합선로에 부착되는 

소자의 실장 치  PCB 크기를 고려하여 Type A와 

Type B의 2가지 구조를 제시하 다. Type A와 Type B의 

구조는 단자 3과 4에서의 구조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

두 같으며, 모두 각 단자는 50 Ω 송선로로 연결되어 

있다.  

평행결합선로의 결합선로의 길이(L)  간격(S)을 

설계 라미터로 하여, 2가지 형태의 결합기에 해 결

합도, 격리도  지향성 등의 특성 변화를 시뮬 이션 

해 보았다. 결합선로의 선폭은 50 Ω 송선로의 선폭

(약 2 mm)을 고려하여 3 mm로 고정하여 시뮬 이션을 

하 다.

(a)

(b)

 
그림 2. 제안된 2가지 종류의 평행선로 방향성 

결합기 (a) A형 (b) B형
Fig. 2. The proposed 2 types of directional coupler

 (a) Type A (b) Type B

그림 2의 평행선로 결합기의 단자 1(P1)에 실효 압 1 

V가 인가되는 경우, 각 단자에 유기되는 압은 다음과 

같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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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결합선로의 기 인 길이를 나타내

며,  는 결합도  









 



로서, 

는 짝모드 

여진에 한 결합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이고, 

는 홀

모드 여진에 한 결합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나타

낸다. 식 (1-3)으로부터 기 인 길이 에 따라 결합

되는 양이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rad 일 때 

  로서 최  결합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용 VHF 디지털 통신 역 구간  

하나인 160 MHz에서 결합도의 양이 약 25 dB 정도를 갖

도록 시뮬 이션을 하여 결합기를 설계하 다. 두께 1.6t

의 FR-4 기 을 사용하고, 결합선로의 선폭은 50Ω 마이

크로스트립 선로의 선폭보다 두꺼운 3mm 로 고정하여 

시뮬 이션을 하 다.

그림 3에 결합기의 간격 변화에 따라 2 종류의 방향

성 결합기의 특성의 변화를 결합선로의 길이가 40 mm

와 43 mm인 경우에 하여 시뮬 이션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그림 3.(a)에서 보면, 두 형태의 결합기의 결합도는 결

합간격(S)이 0.1 mm ~ 0.5 mm로 증가함에 따라 dB 단

상에서 선형 으로 결합도가 증가함을 함을 볼 수 있으

며, 두 형태 모두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며 3 dB 이

내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b)에서 보

듯이 Type A의 격리도는 결합기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dB 단 상에서 선형 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Type B의 격리도는 결합기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격리

도가 증가하다 0.4 mm에서 최고값을 갖고 이후에는 다

시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한, Type A와 Type B의 결

합기에서 동일한 결합기 간격에 하여 격리도 차이가 

약 6 dB ~ 12 dB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 그림 3.(c)에 나타

낸 지향성 특성은 Type A의 경우 dB 단 상에서 결합기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고, Type B의 

경우 결합기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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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방향성 결합기의 시뮬 이션 특성
Fig. 3 The simulation characteristics of directional 

coupler

그림 4에는 결합선로의 길이 변화에 따른 지향성 변

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보면, Type A 결합기의 경

우 결합선로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향성이 증가하다 

결합선로 길이 40 mm에서 지향성이 약 20 dB에서 더 이

상 증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Type B 결합기의 경우 

결합선로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향성도 증가하고, 

30 mm에 최고값을 가지며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에는 

지향성이 어드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4. 결합선로 길이에 따른 지향성
Fig. 4 The directivity of coupler versus coupling 

length.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결합기 간격이 0.2 ~ 0.5 mm

이며, 선로의 길이가 25 ~ 45 mm 범 에서 Type B 구조

의 방향성 결합기가 25 dB 이상의 높은 지향성을 가지

므로, 해상용 VHF 디지털 통신용으로는 Type B가 

Type A에 비해 합한 것을 시뮬 이션을 통해 알 수 

있다. 

2-2 정류부 설계

160 MHz RF 입력신호의 력을 측정하기 하여 그

림 5와 같은 반  정류회로를 구성하 다. 방향성 결합

기와 반  정류회로와의 임피던스 정합을 해 정합회

로를 설계하 고, 정류된 DC 압을 VHF 모뎀의 제어

부로 달하기 해 압 폴로워 형태의 버퍼 회로를 설

계하 다. 

반  정류용으로 MA3J728 다이오드를 사용하 고, 

임피던스 정합회로는 항을 이용한 손실 매칭 방법을 

사용하여 구  하 고, 버퍼(buffer)는 OPA2141을 사용

하 다.

그림 5. 정류회로 블록도
Fig. 5 Block diagram of rectifying circuit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2646

Ⅲ. 실험  검토

앞 장에서 살펴본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두께 

1.6t 의 FR-4 기 을 사용하여 평행선로 방향성 결합기 

 정류회로를 제작하 다. 표 1에 제작한 방향성 결합

기의 결합선로의 구조  치수를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그림 6에 결합기 1과 5를 용하여 제작된 PCB를 나타

내었다. 

표 1. 제작한 8종의 결합기의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fabricated 8 couplers 

coupler
 명칭

결합
선로
선폭
[mm]

결합
포트
치
모양

결합
선로
길이
[mm]

결합
선로
간격
[mm]

결합기 1 3 Type A 43 0.3

결합기 2 3 Type A 43 0.2

결합기 3 3 Type A 40 0.3

결합기 4 3 Type A 40 0.2

결합기 5 3 Type B 43 0.3

결합기 6 3 Type B 43 0.2

결합기 7 3 Type B 40 0.3

결합기 8 3 Type B 40 0.2

(a)

(b)

그림 6. 제작한 결합  정류회로 PCB 
(a) A형 (b) B형

Fig. 6 Fabricated coupling and rectifying PCB circuit 
(a) Type A (b) Type B

해상국용 VHF 모뎀의 경우 Tx 출력단에서 결합기에 

입력되는 신호는 25 W이하로 제한되므로[3][4], 입력 신

호 력을 0 dBm ~ 43 dBm 까지 변화시키면서 그림 1의 

출력 압 VF와 VB를 측정하 다. VF 단자로 출력되는 

압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을 보면 결합기의 종

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갖지만 평균 으로 30 dBm의 경우 

약 0.7 V ~ 0.9 V, 40 dBm 의 경우 약 1.4 V ~ 1.7 V정도의 

값을 가지며, 결합기의 종류에 상 없이 출력 VF 압이 

거의 선형 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에서 결합기 2, 4, 6, 8 의 경우는 평행결합 선로의 간격이 

0.2 mm 로 선로의 간격이 0.3 mm 인 결합기 1, 3, 5, 7에 비

해 DC 출력 압이 크게 나타난다. 한 Type A 형의 결

합기가 Type B 형의 결합기에 비해 DC 압이 크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 3.(a)의 시뮬 이션 결과와

도 동일하다.

(a)

(b)

그림 7. VF 단자로 출력되는 DC 압 
(a) A형 (b) B형

Fig. 7 DC output voltage at VF port
(a) Type A (b)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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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기의 격리단자(VF 단자)로 출력되는 압을 측

정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압 벨이 

그림 7의 결합단자 압 벨 보다 높은 것은 격리 단

자에 DC offset 압이 인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8

을 보면 결합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갖지만 평균

으로 입력 력이 30 dBm ~ 43 dBm 사이의 값에서 

출력 VR 압이 결합기의 종류에 상 없이 거의 선형

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8을 

보면 Type A 형의 결합기 1, 2, 3, 4의 경우가  Type B 형

의 결합기 5, 6, 7, 8에 비해 출력 VR 압이 크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Type B 형의 결합

기가 격리도 특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것은 그림 3(b)의 시뮬 이션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a)

(b)

그림 8. VR 단자로 출력되는 DC 압
(a) A형 (b) B형

Fig. 8 DC output voltage at VR port
(a) Type A (b) Type B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상 VHF용 디지털 모뎀의 구성요소 

의 하나인 방향성 결합기  정류회로의 설계  구

에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먼  평행선로결합 방

식의 방향성결합기 설계를 결합선로의 길이와 선로간

의 간격을 변수로 하여 시뮬 이션 한 후 몇 가지 경우에 

해 실험을 통해 결과를 검증하 다. 한 결합된 RF 

신호에 비례하는 DC 압신호를 만들어내는 회로를 설

계하여 모뎀의 제어부에서 압 측정을 통해 출력되는 

RF신호의 크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 다. 

결합기 설계  실험을 통해 선로의 선폭을 3 mm 로 

하는 경우 선로간의 간격을 0.3 mm, 선로의 길이를 약 40 

mm 정도로 하는 경우, 25 dB 이상의 높은 지향성을 가지

며, 입력이 30 dBm ~ 43 dBm에서 변할 때 출력 VF 신호

압은 약 0.85 V ~ 1.6 V로 선형 으로 변하고 있는 방

향성 결합기를 개발하 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두

가지 형태의 결합기 에서 Type B 형이 비록 결합도는 

약 3dB 정도 떨어지나 격리도가 우수하여 해상 VHF 디

지털 모뎀에 보다 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해상용 VHF 모뎀의 송신 력

을 모니터링하는 회로의 설계  제작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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