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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성 격막을 이용하여 높은 격리도 특성의 Ka- 역 WR-28 도 력합성기를설계 제작하 다. 개발

된도 력합성기는 E-plane T-junction에 슬릿을 만들어 TaN 박막 공정으로 제작된 항성 격막을 도 에

결합한 구조이다. 제작된 도 력합성기는 —20 dB 이하의 입출력 임피던스 정합 특성을 보 으며, 0.1 dB 

이하의 삽입 손실 특성을 보 다. 한, 격리도 특성은 거의 역에서 20 dB 이상의 값을 보 으며, 37 GHz 

이하에서는 25 dB 이상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입력 포트 상호간의 크기 상 불균형은 각각 0.1 dB와 2.5도

이하의 우수한 특성이 측정되었다.  

Abstract

A high-isolation Ka-band WR-28 waveguide power combiner is designed and implemented using a resistive septum. 

The waveguide power combiner developed here is an E-plane T-junction type with a TaN resistive septum inserted 

in a slit of waveguide junction. The fabricated waveguide power combiner shows a return loss better than —20 dB 

and an insertion loss less than 0.1 dB. Also the measurement shows isolation levels of 20 dB or more almost all over 

the band and in particular 25 dB or more below 37 GHz. The amplitude and phase imbalance are measured to be 

less than 0.1 dB and 2.5°, respectively.

Key words : Ka-Band, Resistive Septum, E-Plane, High Isolation, Waveguide Power Combiner

Ⅰ.   론      

마이크로 리미터 력 합성 기술에

한 개 인 내용은 Russell과 Chang에 의해 발표되

었다[1],[2]. 실제 인 증폭기들은 소자에서 MMIC, 

력 모듈,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 에서 여

러 가지 기법들을 조합해서 활용하게 된다. 소자나

MMIC의 경우, 주로 약간의 손실을 야기하는 평면

형태의 송 선로를 사용해서 력합성기를 구 한

다. Lange 커 러나 Wilkinson 력합성기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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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력합성기들은

손실이 크고 큰 력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한편, 도 을 사용하여

력을 합성하는 방법은 다수의 력 모듈을 손실로

효율 으로 결합할 수 있고, 리미터 역에서는

작은 장으로 인해 모듈의 크기를 소형화할 수 있

다[3]～[5]. 한, 항성 격막을 사용하여 높은 격리도

특성을 얻을 수 있다
[6]. 그러나 항성 격막을 도

에 결합하기 해 추가 인 조립 모듈을 만들어

결합시키는 방법은 제작비용의 상승과 조립비용의

상승을 일으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은 고출력 고효율 력 합성에 필요한

기본 인 2진 도 력합성기의 제작 측정 결

과에 한 내용이다. 특히 도 력합성기의 입

력 포트 간 격리도 특성 임피던스 정합 특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항성 격막을 도 에 슬릿을 만

들어 결합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는 항성

격막을 한 추가 인 조립 모듈을 만들지 않고, 

한 도 력합성기의 조립을 한 추가 인 작업

없이도 우수한 성능의 력합성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Ⅱ. 본  론

2-1 2진 구조의 도  력합

그림 1은 2진 구조의 E-plane T-junction 도

력합성기의 기모드와 우모드 시의 필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기모드 시 입력 포트 2와 3의

경계는 계벽이 되고, 포트 1과의 경계에서는 주모

드와의 경계 조건이 만족되므로 아무런 반사 없이

력 합성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입력 포트

2와 3에서 우모드로 시에는 포트 1과의 경계면

에서 포트 1의 모드들과의 경계 조건이 만족되지 않

으므로 반사가 일어나게 된다[3]. 그러므로 우모드에

서의 반사로 인해 두 입력 포트 간 정합 특성, 격리

도, 그리고 삽입 손실 등이 나빠지게 된다.

그림 2는 2진 구조의 E-plane T-junction 력합성

기의 구조와 HFSS를 이용한 3차원 자기 시뮬 이

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뮬 이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 특성을 보이며 소형화에 합

하고 삽입 손실이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a) 기모드        (b) 우모드

(a) Odd-mode               (b) Even-mode

그림 1. 항성 격막이 없는 력합성기에서의 기모

드/우모드 정합 특성

Fig. 1. Odd-mode/even-mode impedance matching of 

E-plane T-junction waveguide power combiner 

without a resistive septum.

 

(a) E-plane T-junction 도 력합성기

(a) E-plane T-junction waveguide power combiner

(b) S 라미터 시뮬 이션 결과

(b) S-parameter simulation results

그림 2. E-plane T-junction 도 력합성기 3차

원 자기 시뮬 이션 결과

Fig. 2. E-plane T-junction waveguide (WR-28) power 

combiner and its three dimensional electromag-

netic simulation results.

2(b)에서 보면 입력 포트(port 2와 port 3)의 정합 특

성과 포트 간의 격리도 특성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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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모드 (b) 우모드

(a) Odd-mode               (b) Even-mode

그림 3. 항성 격막이 있는 력합성기 내에서의 기

모드/우모드 계, 자계 표면 류

Fig. 3. Odd-mode/even-mode E field, H field, and sur-

face currents of waveguide power combiner with

a resistive septum.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입력 포트로

기모드 신호가 들어올 때는 두 입력이 만나는 지

에서 경계 조건을 만족하여 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합성이 잘 이루어져 출력으로 나가지만, 우모드 신

호가 입사될 때는 경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2-2 항  격막  이용한 2진 구조 도  

력합 의 계

그림 3은 력합성기의 우모드 정합 특성을 개선

하기 해 력합성기의 두 입력이 만나는 지 에

항성 격막을 삽입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기모

드 시에는 항성 격막이 계벽에 치한다. 

계는 항성 격막을 사이에 두고 같은 방향을 향

하고 있으므로 항성 격막에 흐르는 계의 수직

방향 류 성분은 서로 상쇄되어 항성 격막에는

어떤 류도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항성 격막이

표피 깊이(skin depth)보다 충분히 얇다면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모드 시에는 두

입력 포트가 만나는 경계에서 계가 서로 반 방

향을 향하므로 항성 격막이 있는 경계면을 따라

계의 수직 방향으로 류가 상쇄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항성 격막에 흐르는 류

로 인해 입사된 력은 항성 격막에서 모두 소모

되어 반사되는 력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충분

한 성능의 입력 정합이 달성되고 입력 포트 간 격리

도 특성이 확보된다.

그림 4(a)는 항성 격막을 삽입하여 설계한 E- 

plane 형태의 2진 도 력합성기이다. 도

력합성기에는 T-junction에 항성 격막이 삽입되어

(a) 항성 격막이 있는 E-plane T-junction 도 력합

성기

(a) E-plane T-junction waveguide power combiner with a 

resistive septum

(b) S 라미터 시뮬 이션 결과

(b) S-parameter simulation results

그림 4. 항성 격막이 있는 E-plane T-junction 도

력합성기 S 라미터 시뮬 이션 결과

Fig. 4. E-plane T-junction waveguide power combiner 

with a resistive septum and its S-parameter si-

mulation results.

 

있으며, 역 특성을 얻기 해 도 임피던스

Zo 비 0.82 Zo와 0.56 Zo로 구성된 2단 임피던스 변

환기가 들어가 있다. 임피던스 변환기는 λ/4 길이를

사용하여 2단으로 설계하 다. 항성 격막은 온도

변화에 안정 인 특성을 가지며, 면 항이 상

으로 큰 값을 가지는 항성 물질인 TaN를 박막 공

정을 사용하여 5 mils 두께의 알루미나 기 에 증

착하여 제작하 으며, 두께는 1 μm 정도로 표피 깊

이(skin depth)보다 충분히 얇고, 128 Ω/□의 면 항

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b)는 항성 격막이

포함된 구조에 해 3차원 자기 시뮬 이션을 수

행하여 구한 S 라미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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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모드(odd mode) H 필드 크기 분포 (b) 기모드(odd mode) E 필드 크기 분포

(a) Magnitude distribution of odd-mode H field            (b) Magnitude distribution of odd-mode E field

             

(c) 우모드(even mode) H 필드 크기 분포  (d) 우모드(even mode) E 필드 크기 분포

(c) Magnitude distribution of even-mode H field            (d) Magnitude distribution of even-mode E field

그림 5. 항성 격막이 있는 E-plane T-junction 도 력합성기의 필드 분포

Fig. 5. Field distribution of E-plane waveguide power combiner with a resistive septum.

 

시뮬 이션 결과에 의하면, 항성 격막이 없을

때와 비교해서 입력 포트 간의 격리도 특성은 30～

39 GHz에서 30 dB 이상의 값으로 아주 크게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입력 포트의 임피던스 정합

역시 항성 격막의 삽입으로 인해 30～40 GHz 

역에서 20 dB 이상의 반사 손실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한, 30～40 GHz에서 삽입 손실은 0.1 dB보다

작 은 값을 보여 충분히 낮은 손실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5은 기모드(odd mode)와 우모드(even mode)

가 입사할 때 도 내에서의 계 자계 분포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보여 다. 기모드 에서

입력 력은 잘 합성되어 출력으로 나가게 되고, 우

모드 에서는 항성 격막을 통해 부분의 력

이 손실되므로 출력으로는 력이 거의 달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격막의 조립 및 차에 의한 특  변

실제 항성 필름을 도 에 고정시키기 해서

그림 6. 홈이 있는 도 에 결합되는 항성 격막

Fig. 6. Resistive septum inserted in the slit of wave-

guide.

 

는 도 내에 홈(slit)이 존재하여야 한다. 한, 

WR-28 규격의 도 은 크기가 3.55 mm×7.11 mm로

작아서 도 제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해 특성 변화를 시뮬 이션 해야 한다. 그림 6은 알

루미나 기 에 증착된 항성 격막을 도 에 고정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항성 격막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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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정하기 해서는 하측 도 에 얇은 홈을 만

든 후 항성 격막을 삽입하고 상측 도 을 결합

하면 된다. 이 방법은 항성 격막을 삽입하기 해

별도의 조립용 모듈을 만들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효과 인 방법이다. 그러나 조립을 해 만들어 놓

은 홈이 력합성기의 체 성능에 향을 주지 않

아야 하므로 홈이 미치는 향을 반드시 평가해서

고려해야 한다.

그림 7은 삽입하는 과정에서 폭 방향으로는 알루

미나 기 을 포함하여 양쪽으로 0.1 mm 더 넓게 형

성하고, 도 내의 홈 깊이는 0.1 mm 간격으로 0.1 

～1 mm 까지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력합성기

(a) 홈 깊이에 따른 격리도 시뮬 이션 결과

(a) Simulated isolation results with slit depth

(b) 홈 깊이에 따른 S21 시뮬 이션 결과

(b) Simulated S21 results with slit depth

그림 7. 홈 깊이(0.1～1 mm, 0.1 mm 간격)에 따른 격

리도 달 특성(S21) 시뮬 이션 결과

Fig. 7. Simulated isolation and S21 with different slit 

depth(0.1～1 mm, 0.1 mm step).

그림 8. 항성 격막이 있는 E-plane T-junction 도

력합성기의 제작 사진

Fig. 8.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E-plane T-junction 

waveguide power combiner with a resistive sep-

tum.

  

의 특성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5 GHz에서 약 25 

dB 정도의 격리도 특성을 얻고, 삽입 손실의 특성

변화가 거의 찰되지 않기 해서는 0.5 mm의 깊

이로 홈을 는 것이 당하고, 그 이상의 깊이로 홈

을 는 것은 도 력합성기의 삽입 손실을 증

가시키고 격리도 특성 한 나쁘게 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도 제작 시에 발생하는 가공 오차에

의해 임피던스 변환기 부분이 설계와 다르게 제작될

수 있으며 시뮬 이션 결과, 0.1 mm 정도의 가공 오

차에 해서는 력합성기의 체 성능이 큰 변화

없이 설계 특성을 유지하 다. 실제 도 제작에

서는 가공 오차를 은(silver) 도 에 의한 변화를 제

외하고는 0.05 mm로 유지하 다.

2-4 작 및 측  결과

그림 8은 TaN 박막 항으로 제작하여 삽입한

항성 격막과 임피던스 변환기를 가지는 도 력

합성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삽입 손실, 반사 손

실 격리도는 WR-28 도 calibration kit을 사용

하여 회로망분석기로 측정되었다. 

그림 9는 측정된 2진 구조 도 력합성기의

입력 출력 정합 특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입력

은 31 GHz 이상의 Ka- 역 체에서, 출력은 32 

GHz 이상의 체 역에서 20 dB 이상의 반사 손실

을 보여주고 있어 임피던스 변환기에 의한 정합 특

성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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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입출력 정합 특성 측정 결과

Fig. 9. Measured results of the input and output im-

pedance matching.

 

그림 10. 삽입 손실과 S23(격리도) 측정 결과

Fig. 10. Measured results of the insertion loss and iso-

lation(S23).

 

그림 10은 력합성기의 삽입 손실과 격리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삽입 손실은 31 GHz 

이상의 역에서 0.1 dB 이하의 아주 우수한 특성

을 보여주고 있으며, 포트 간의 격리도는 37 GHz 이

하에서 20 dB 이상의 특성을 유지하 다. Ka- 역

체에서는 15 dB 이상의 격리도를 나타내었으며, 

35 GHz에서는 약 25 dB의 격리도를 확보하 다.

그림 11은 2개의 입력 포트로부터 력이 합성되

거나 2개의 출력 포트로 력이 분배될 때 2개의 포

트 사이에 발생하는 신호의 크기와 상의 불균형에

한 측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두 포트 간의 신호의

크기 부정합은 Ka- 역 체 주 수 역에서 략

0.1 dB 이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 부정합

은 2.5도 이하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력합성기 입력 포트 간의 신호의 크기

상 불균형 측정 결과

Fig. 11. Measured amplitude and phase imbalance bet-

ween two input ports of the waveguide power 

combiner.

Ⅲ. 결  론 

리미터 역의 고출력 력 증폭 모듈 개발

에 핵심이 되는 2진 구조의 WR-28 도 력합성

기를 설계 제작하 다. 제작된 력합성기는 TaN

로 이루어진 항성 격막을 0.5 mm 깊이의 홈에 삽

입함으로써 35 GHz에서 25 dB 정도의 격리도를 확

보할 수 있었다. E-plane T-junction과 임피던스 변환

기를 통해 31 GHz 이상에서 0.1 dB 이하의 삽입 손

실을 얻었으며, 입출력 임피던스 정합 특성은 거의

체 역에서 20 dB 이상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 력합성 입력 단자 상호간의 크기 불균형은

략 0.1 dB 이하의 값을 보 으며, 상 불균형은 2.5

도 이하의 특성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항성 격막

과 이를 도 에 한 깊이의 홈을 만들어 조립

하는 고 력용 손실, 고격리도의 도 력합성

기가 성공 으로 설계, 제작되었으며, 이는 수 W

의 력모듈을 결합하여 수십 W 의 Ka- 역 력

증폭기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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