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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패치형 역 통과 여 기의 구

Design of Triangular-Patch Type Low Pass Filter  

 송 이․황 희 용

Song-Yi Oh․Hee-Yong Hwa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계단 임피던스를 갖는 삼각패치형 5단 역 통과 여 기를 제안한다. 제안된 구조는 일반 인

계단형 임피던스 역 통과 여 기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어 구 한 구조로서, 설계법은 기존의 계단형

임피던스 여 기와 동일하다. 한, 기존 계단형 임피던스 여 기와 다르게, 이구조는콤팩트하게 히면서 생

성된 slot들에 의하여 여 기의 차단 주 수 차단 역폭과 감쇠극 특성을 조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고 한, 소형화에 유리하다. 제작된 여 기는 13.75 mm×6.875 mm의 크기로 일반 인 계단형 임피던스 여

기에 비해 24.4 %의 크기가 감소되었다. 측정 결과, 통과 역에서 —10 dB 이하의 반사 손실과 차단 역에서

—10 dB 이하의 삽입 손실을 보 고, 약 3fc까지 차단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stepped-impedance low pass filter(SI-LPF) of triangular-patch type is proposed. A SI-LPF  designed 

according to the standard SI-LPF design procedure is folded as a right angled triangle. The figure of merits of this 

structure are the adjustabilities of the cut off frequency, the stopband and the attenuation pole frequency of the proposed 

LPF by varying the resultant slots after folding the SI-LPF compactly for miniaturization. The size of the fabricated 

LPF is 13.75 mm×6.875 mm, which is 24.4 % reduced one compared to that of the conventional SI-LPF. The measured 

results of the LPF show return loss of less than —10 dB at passband, insertion loss of less than —10 dB at stopband 

and wide stopband from 3.5 GHz to 10 GHz (about 3fc). 

Key words : Stepped-Impedance Low Pass Filter, Triangular-Patch, Miniaturization, Wide Stopband

Ⅰ. 서  론      

마이크로 여 기는 시스템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치는 소자 하나로서, 마이크로 시스템의 특

정 치에서 주 수 응답을 제어한다. 특히 역 통

과 여 기는 오실 이터나 믹서와 같은 능동 는

수동 마이크로 회로에서 신호 왜곡과 간섭을 이

고, 스퓨리어스(spurious), 하모닉(hamonic) 성분들과

같은 불요 들을 제거함으로써 통신 시스템의 성능

을 극 화 시키는데 요한 소자로서 용된다[1]～[3].

역 통과 여 기를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나 스트

립 선로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방법에는 계단형 임피

던스 여 기, 스텁 여 기, 헤어핀 선로 여 기 등이

있다[2]～[7]. 이러한 방법들 에 계단형 임피던스 여

기(stepped-impedance filter)는 비교 쉽게 설계할

수 있는 여 기로서, 짧은 길이의 매우 높고 낮은 특

성 임피던스를 갖는 송 선로에 한 근사 인 해

석을 통하여 설계할 수 있다[5]～[7]. 그러나, 일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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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형 임피던스 여 기는 선로를 직렬로 배열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여 기의 크

기를 소형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블루투스, WiBro, WLAN과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발달로 여 기의 성능은 물론 소형화

집 화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2],[8]. 이에 최

근 여 기의 소형화 성능 향상을 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이러한 여 기들은 소형화 성능

에서는 뛰어난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의 여 기들은 그 설계법이나 구조가 복잡한 단

을 가지고 있다
[9]～[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들을 보완하기

하여 일반 인 계단형 임피던스를 갖는 역 통과

여 기를 직각 이등변 삼각 구조로 어 구 한 삼

각패치형 역 통과 여 기를 제안한다. 제안된 구

조는 일반 인 계단형 임피던스 역 통과 여 기의

설계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쉽게 설계되면서 이러한

여 기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아 그 구조가

콤팩트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기존의 계단형

임피던스 여 기를 음으로서 만들어진 slot들에

의해서 제안된 여 기의 차단 주 수 차단 역

폭, 감쇠극 특성을 조 할 수 있어 소형화에도 유리

하다. 

Ⅱ. 본  론

2-1 계단  임 던스를 갖는 LPF의 설계 

계단형 임피던스를 갖는 역 통과 여 기의 설

계에 앞서 그림 1과 같이 집 소자를 이용한 역

통과 여 기를 설계하 다.

이 리 (Equal-ripple) 역 통과 여 기 설계법
[6]
에 의해서 통과 역에서 0.5 dB의 리 크기를 갖

는 5단 로토타입 소자 값을 얻었고, 이를 임피던

스와 주 수 스 일링을 용한 식 (1), (2)를 통하여

3.35 GHz의 차단 주 수에서 그림 1의 변환된 소자

값 L1=4.052 nH, C1=1.168 pF, L2=6.036 nH, C2=1.168 

pF, L3=4.052 nH을 구하 다. 이때, L'k와 C'k는 변환

된 소자 값이고, Lk와 Ck는 로토타입 소자 값이며, 

R0는 포트 임피던스로서 50 Ω이다.

′ 



(1)

그림 1. 5단 역 통과 여 기의 등가 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of 5-section LPF.  

 ′ 



(2)
 

참고문헌 [5]～[7]에 의하면 짧은 길이 (<<λ/4)의

선로에서 매우 높은 임피던스(Zh)를 갖는 선로는

series L로, 매우 낮은 임피던스(Zl)를 갖는 선로는

shunt C로 근사 등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림

1의 등가 회로는 그림 2와 같이 임의의 최 -최 계

단형 임피던스를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역 통과 여

기로 구 할 수 있다. 이때 최 임피던스 Zh와 최

임피던스 Zl은 선로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여 실제

로 구 이 가능한 값으로 취해야 한다. 한, T-등가

회로와 ABCD Z 라미터를 이용하여 식 (3), (4)

와 같이 각 선로의 기 길이 θ를 구할 수 있다. 

이때, θh과 θl은 각각 최 -최 임피던스를 갖는

선로의 기 길이를 나타낸다.  
     

 tan

  (3)

  

  sin
  (4) 

 

설계법
[5]～[7]
을바탕으로, 최 -최 임피던스를 100 

Ω, 25 Ω으로 설정한 뒤 식 (3)과 식 (4)에 입하여

각 선로의 θ를 구하 다. 여기서 여 기의 구조가

칭 이기 때문에 L1=L3, C1=C3이다. 다음으로, Agi-

lent 社의 ADS LineCalc을 이용하여 각각의 마이크

로스트립 선로의 길이 L과 폭 W를 얻었고, 이는 표

 

그림 2. 일반 인 계단형 임피던스를 갖는 5단 역

통과 여 기

Fig. 2. Conventional step-impedance 5-section L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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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 인 계단형 임피던스를 갖는 5단 역

통과 여 기의 라미터

Table 1. Parameter of conventional step-impedance 5- 

section LPF. 

Zh or Zl 

(Ω)

θh or θl 

(°)

폭 W  

(mm)

길이 L  

(mm)

L1 100 47.28 0.30 6.87

C1 25 37.94 3.95 4.92

L2 100 64.85 0.30 9.42

C2 25 37.94 3.95 4.92

L3 100 47.28 0.30 6.87

1에 나타내었다. 

2-2 안  LPF의 구조 

그림 3은 제안된 삼각패치형 역 통과 여 기이

다. 이는 그림 2의 역 통과 여 기를 콤팩트한 직

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힌 구조로서, 이때, 각 선로

들이 히면서 그 사이에 slot들이 존재하게 된다. 따

라서 제안된 구조의 여 기 설계에 사용된 라미터

들은 그림 3에 표시된 길이 L' 폭 W와 slot의 길이

로 정하 고, 각 라미터의 기 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기본 으로 모든 slot의 폭은 에칭 제작

한계를 고려하여 0.2 mm의 임의의 값으로 고정시킨

뒤 설계하 다. 우선, 길이 L'은 선로 L1과 L3의 길이

L을 합한 13.74 mm로 하 고, 폭 W'는 L1과 L3의 폭

인 0.3 mm로 설정하 다. 다음으로 각 slot의 길이를

이용하여 선로 C1, C2, L2를 구 하 다. 먼 , 그림

3의 L2' 폭이 0.3 mm가 되도록 slot 1의 길이를 조

하여 6.45 mm의 값을 얻었다. Slot 3의 길이는 L2의

길이의 1/2인 4.71 mm로 설정하 다. 한, slot 2의

그림 3. 제안된 삼각패치형 역 통과 여 기

Fig. 3. Proposed triangular-patch type LPF. 

그림 4. 그림 2와 3의 구조에 한 시뮬 이션된 S

라미터

Fig. 4. Simulated S-parameter about structure of Fig. 2 

and Fig. 3. 

 

길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었다. 그림 2의 선

로 C1과 C2는 그림 3의 제안된 구조에서 임의의 삼

각형 C1'과 C2'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때, 삼각형 선

로는 정확한 폭과 길이를 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C1과 C2의 면 과 C1'과 C2'의 면 을 근사 으로 같

게 보았고, 이때 C1'과 C2'의 면 인 {(1/2)×(slot 1의

길이)×(slot 2의 길이)}에서 slot 2의 길이 6.0 mm를

구하 다.

그림 4는 Ansoft社의 HFSSTM
를 사용하여 표 1의

일반 인 계단형 임피던스 역 통과 여 기와 제안

된 구조의 기 값을 가지고 설계된 역 통과 여

기의 시뮬 이션한 결과로 유 율 4.4, 기 두께

0.762 mm, 손실탄젠트 0.025를 갖는 FR4 기 을 사

용하 다. 제안된 역 통과 여 기는 3.04 GHz에서

3 dB 차단 주 수와 통과 역에서 —15 dB 이하의

반사 손실(S11) 차단 역에서 약 —10 dB 이하의

삽입 손실(S12) 특성을 보 고, 약 8.55 GHz에서 공진

이 발생하 다. 한, 일반 인 역 통과 여 기

에 비해 차단 역이 약 550 MHz 증가하 다. 

2-3 안  LPF의 특징

그림 5～7은 제안된 역 통과 여 기의 라미

터들에 한 기 값에서 각 slot의 길이 변화에 따

른 S 라미터 필터 특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5는 slot 1의 길이 변화에 한 결과로서, 3.1 

mm부터 6.1 mm까지 1.0 mm 간격으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길이가 증가할수록 통과 역에서 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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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lot 1의 길이 변화에 따른 특성

Fig. 5. Characteristics by length of slot 1.

 

그림 6. Slot 2의 길이 변화에 따른 특성

Fig. 6. Characteristics by length of slot 2.

 

크기가 작아지고 손실이 감소하며, 차단 주 수가

감소하면서 차단 역이 넓어짐을 확인하 다.  

그림 6은 slot 2의 길이 변화에 한 특성으로 2.0 

mm부터 5.0 mm까지 1.0 mm 간격으로 변화시켰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통과 역에서 반사 손실 특성이

쇠퇴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은 slot 3의 길이 변화에 따른 특성을 나타

낸 것으로 3.0 mm부터 6.0 mm까지 1.0 mm 간격으로

변화시켜 보았다. 그 결과, 길이가 길어질수록 통과

역의 리 의 크기가 작아지고 손실이 감소하 으

며, 차단 역 끝에서 감쇠극 특성이 사라짐을 확인

하 다. 한, slot 3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원하지 않

는 공진 지 (7.06 GHz와 8.11 GHz)이 나타났고, 이

는 slot 3의 길이가 해당 주 수에서 반 장의 길이

를 가질 때 나타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제안된 구

조의 필터 설계에 있어 slot 3의 길이는 요하게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림 7. Slot 3의 길이 변화에 따른 특성

Fig. 7. Characteristics by length of slot 3.

 

그림 8. 감쇠극이 고려된 제안된 여 기의 등가 회로

Fig. 8. Equivalent circuit of proposed filter for attenua-

tion pole. 

 

그림 8은 감쇠극 특성을 고려한 제안된 구조의 등

가 회로이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 인 역 통과 여

기가 히면서 slot 1에 의한 coupling에 의해 값이

작은 C3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때, 감쇠극

주 수 fN은 식 (5)[13]
로 나타낼 수 있다.

 

 ′



(5)

2-4 작 및 측

그림 9는 제작된 삼각패치형 역 통과 여 기의

제작사진이다. 그림 5～7의 특성을 바탕으로 slot의

길이를 조 하여 10 GHz 이내에서 불필요한 공진

지 을 제거하고, 차단 역폭을 10 GHz까지 넓혔

으며, 감쇠극 특성이 차단 역의 끝에서 나타나도

록 최 화 시켰다. 제작에는 유 율 4.4, 기 두께

0.762 mm, 손실 탄젠트 0.025를 갖는 FR4 기 을 사

용하 고, Anritsu 社의 Vector Network Analyzer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제작에 사용된 라미터들은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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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작된 삼각패치형 역 통과 여 기

Fig. 9. Fabricated triangular-patch type LPF. 

 

표 2. 제작에 사용된 라미터 값

Table 2. Parameter value used in fabrication.  

L' Slot 1 Slot 2 Slot 3 W'

길이 (mm) 13.74 6.6 5.6 2.8 -

폭 (mm) — 0.2 0.2 0.2 0.3

그림 10. 제작된 역 통과 여 기의 시뮬 이션

측정 결과

Fig. 10. Simulated and measured S-parameters of fa-

bricated LPF.

 

그림 10은 port line이 고려되어 제작된 역 통과

여 기의 시뮬 이션 측정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측정 결과, 차단 주 수가 3.2 GHz이고, 차단

역은 약 3fc(3.5～10 GHz)로 측정되었다. 이때, 기

결과인 그림 4에 비해 차단 역이 약 1.5 GHz가 증

가하 는데, 이는 기에 설정된 slot 3의 길이를 그

림 7의 결과와 최 화 과정을 바탕으로 여서 나타

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통과 역에서 —10 dB 

이하의 반사 손실(S11) 특성과 차단 역에서 —10 

dB 이하의 삽입 손실(S12) 특성이 나타났다. 한편, 제

작 과정에서 slot의 폭과 길이가 오버에칭되면서 측

정 결과의 감쇠극 주 수 S11이 시뮬 이션과 달

라짐을 보 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단 임피던스를 갖는 삼각패치형

5단 역 통과 여 기를 제안하 다. 제안된 구조는

일반 인 계단 임피던스를 갖는 역 통과 여 기를

콤팩트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은 형태로서 설

계법은 기존의 계단 임피던스 여 기 동일하게 쉽

다. 한, 힌 구조에서 생긴 slot들은 그 길이를 변

화시킴으로써 원하는 차단 주 수 차단 역과

감쇠극 주 수, 공진지 을 조 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 제작된 여 기는 동일한 차단 주 수를 갖

는 일반 인 계단형 임피던스 역 통과 여 기에

비해 24.4 %의 크기가 감소되었다. 한, 약 3fc인 10 

GHz까지 넓은 역을 차단하 다. 제안된 여 기의

구조는 소형화 넓은 차단 역을 요구하는 시스

템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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