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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200 GHz 역의 시스템에 응용이 가능한 구형도  송선로와 평면 구조인 마이크로스트립 송선로 구

조의 부품들의 상호 신호 달을 해 로  구조의 변환기를 설계하 다. 설계된 변환기는 로 , 임피던스 변화를 한 테

이퍼구조와 마이크로스트립 구조의 송선로로 구성된다. Ansoft사의 HFSS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여 로 의 크기  테이

퍼의 길이를 변경하여 주 수 특성 변화를 확인하 으며 최 화하 다. 변환기는 특성 검증을 해 back-to-back 구조로 설계

되었으며, 시뮬 이션 결과 186 GHz ～ 210 GHz의 역폭을 갖으며  역에서 - 0.81 dB 이하의 삽입손실과 –10 dB 이상

의 반사손실을 확인하 다.   

Abstract

We have designed the waveguide to microstrip transition using a probe structure for the center frequency of 200 GHz 

transceiver. The waveguide to microstrip transition is composed of probe, taper and microstrip transmission line. For 

design of the transition, we simulated the lengths and width of the probe and the taper to optimize the center frequency 

and the bandwidth using HFSS simulation tool from Ansoft. The transition is designed back-to-back structure. From the 

simulation results, the transition exhibits that insertion loss is below - 0.81 dB and the return loss less than –10 dB in 

range of 186 ～ 210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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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의료, 군사, 보안 등의 목 으로 이더  센서

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더  센서의 

경우 높은 해상도를 해 장이 짧은 리미터  역

의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200 GHz 역은 기존에는 연

구가 미흡했지만 최근 높은 주 수의 능, 수동 소자가 

개발되어짐에 따라 재 선행연구가 진행 이다.

일반 으로 리미터  역의 시스템은 평면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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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그림 1. 로  구조의 도 -마이크로스트립 변환을 

한 기  구조 (a) 윗면도, (b) 측면도

Fig. 1. Structure of substrate for probe type waveguide 

to microstrip transition. 

(a) top view, (b) side view.

     

(b)

그림 2. 로  구조의 도 -마이크로스트립 변환기 

구조 (a) 윗면도, (b) 측면도

Fig. 2. Structure of probe type waveguide to microstrip 

transition. (a) top view, (b) side view.

로 구조인 MMIC (Microwave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M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s)형태

로 제작되나 시스템 외부의 신호 달은 구형도 을 

이용하여 공기 으로 신호를 송, 수신하게 된다. 따라서 

평면형 구조와 구형도  구조의 상호 신호 달을 

한 변환기의 개발이 필수 이다.

반 으로 구형도 -평면구조 변환기는 입, 출력 단

자가 수직인 로  구조[1]나 평행한 antipodal fin-line 

 slot-line 구조[2～4]를 이용한다. 이러한 구조들은 시

스템의 구조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어진다.

구형 도 -평면구조의 변환기는 상호 변환시 손실

을 최소화하기 해 작은 삽입손실과 큰 반사손실, 그

리고 역 특성을 가져야한다. 한, 임피던스 정합부

분을 테이퍼형태로 설계하여 임피던스의 변화가 격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  구조와 평면형 회로가 수직으

로 구성되는 200 GHz 시스템에 용하기 해 구조가 

비교  간단하여 공정 오차를 일 수 있는 로  구

조를 이용하여 설계하 다. 

Ⅱ. 구형도파관-마이크로스트립 변환기의 설계

1. 프로브 구조의 변환기 구조

그림 1은 로  구조의 변환기의 기  형상을 보여

다. 구형도 -마이크로스트립 변환기는 로 , 테

이퍼,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립 송선로로 구성된다.

변환기 기 에서의 설계 변수는 로 의 길이 (lp), 

로 의 비 (wp) 그리고 테이퍼의 길이 (lt)이다. 이 

세 가지 라미터가 변환기의 주 수 특성을 결정한다. 

로 의 크기에 의해 변환되는 주 수를 결정하며, 테

이퍼는 로 의 임피던스와 마이크로스트립 송선로

의 임피던스를 격하게 변화되어 손실이 증가하는 것

을 방지한다. 한, 유 체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2.2

의 유 율을 갖는 125 μm 두께 (ts)의 기 은 로 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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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  길이 변화에 따른 변환기의 시뮬 이션 결과 (a) 삽입손실, (b) 반사손실

Fig. 3. Simulation results of transition versus length of probe. (a) insertion loss, (b) retur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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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로  비 변화에 따른 변환기의 시뮬 이션 결과 (a) 삽입손실, (b) 반사손실

Fig. 4. Simulation results of transition versus width of probe. (a) insertion loss, (b) return loss.

의 RT-5880 모델을 사용하 으며,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식각 공정 (wet-etching) 시 생기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가장 얇은 속 두께인 8 μm를 사용하 다.

로 와 마이크로스트립 송선로 사이의 임피던스 

정합을 한 테이퍼의 그라운드 패턴은 straight 라인, 

half-cosine 곡선, exponential 곡선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하 다. 시뮬 이션 결과 3가지 패턴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어 공정 후의 패턴의 정확도를 해 가장 단

순한 구조인 straight 라인을 사용하 다.

그림 2에서 구형 도 은 200 GHz 역의 신호가 

송되는 WR-4 규격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한 도

 내에서 신호가 후방으로 방사되지 않도록 200 

GHz의 λ/4에 해당하는 높이 (db)를 갖는 back-short를 

사용하 다. Back-short는 신호가 입력단자의 반 방향

으로 방사되어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해 사

용된다.

2. 변환기의 최적화 시뮬레이션

설계된 구형도 -마이크로스트립 변환기는 HFSS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최 화 하 다. 로 의 길이 

(lp)와 비 (wp), 그리고 테이퍼의 길이 (lt)를 조 하여 

심 주 수  역폭을 최 화 하 다. 

그림 3은 로 의 길이 (lp)를 200 μm～290 μm로 

가변 하여 시뮬 이션 한 결과이다. 로 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역폭은 넓어지지만 삽입손실이 증가하

고 반사손실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시뮬 이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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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테이퍼 길이 (lt) 변화에 따른 변환기의 시뮬

이션 결과 (a) 삽입손실, (b) 반사손실

Fig. 5. Simulation results of transition versus length of 

taper (lt). (a) insertion loss, (b) return loss.

과 로 의 길이가 250 μm일 때 가장 넓은 역에서 

삽입손실  반사손실 특성이 우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로 의 비 (wp)를 70 μm～130 μm로 

가변 하여 시뮬 이션 한 결과이다. 이때 로 의 

비가 110 μm일 때 우수한 특성을 얻었다.

그림 5는 테이퍼의 길이 (lt)를 300 μm～700 μm로 가

변 하여 시뮬 이션 한 결과이다. 이때 테이퍼의 길이

가 500 μm일 때 역 특성을 얻었다.

Ⅲ. 설계된 구형도파관-마이크로스트립 변환기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은 설계된 로  구조의 구형도 -마이크

로스트립 변환기의 HFSS 설계도면이다. 변환기는 시뮬

이션을 해 back-to-back로 연결되어 입, 출력 단자 

그림 6. 설계된 변환기의 3차원 설계도

Fig. 6. 3-D layout of designed transition.

180 190 200 210 220

-20

-10

0

 

Frequency [GHz]

In
se

rt
io

n 
an

d 
re

tu
rn

 lo
ss

 [d
B

]

 Return loss
 Inserion loss

그림 7. 최 화로 설계된 변환기의 시뮬 이션 결과

Fig. 7. Simulation results of designed transition.

유 율 (εr) 2.2

기  두께 (ts) 125 μm

속 두께 (tm) 8 μm

도  규격 (WR-4)
a 1.092 mm

b 0.546 mm

로
길이 (lp) 250 μm

비 (wp) 110 μm

테이퍼 길이 (lt) 500 μm

마이크로스트립 

송선로
비 (wtl) 180 μm

Cavity (dc) 300 μm

Back-short (db) 375 μm

표 1. 설계된 로  구조의 구형도 -마이크로스

트립 변환기의 라미터 값

Table 1. Parameters of the designed probe type 

waveguide to microstrip transition.

모두 WR-4규격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7은 최 화로 설계된 변환기의 최종 시뮬 이

션 결과이다. 시뮬 이션 결과 186 ～ 210 GHz 역에

서 –0.81 dB 이하의 삽입손실과 –10 dB 이상의  반사

손실을 갖는다.

표 1은 변환기의 설계를 해 사용된 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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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규격과, 설계된 변환기의 라미터 값을 보여

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0 GHz 역의 송, 수신 시스템을 

해 로  구조를 이용한 구형도 -마이크로스트

립 변환기를 설계하 다. 200 GHz 역의 짧은 장에 

의해 공정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비교  간단한 구조인 

로 를 사용하 다. 한 유 체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125 μm 두께의 얇은 기 을 사용하 으며,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식각 공정에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8 μm의 얇은 속을 선택하 다.

변환기의  손실  역 특성을 목표로 설계되었

으며, 로 와 테이퍼의 길이  비를 조 하여 주

수 특성을 최 화 하 다.

설계된 변환기는 back-to-back 구조로 시뮬 이션 

하 을 때 186 ～ 210 GHz 범 에서 –0.81 dB 이하의 

삽입손실과 –10 dB 이상의 반사손실을 갖는다. 이 결

과를 바탕으로, 한 개의 구형도 -마이크로스트립 변

환기는 –0.405 dB의 변환손실을 갖는다. 따라서 설계

된 변환기는 200 GHz 역의 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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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동국 학교 자공학과 

학사 졸업.

2006년 동국 학교 자공학과 

박사 졸업..

2012년 동국 학교 잔자공학과

공학박사

<주 심분야 : 리미터  소자  회로 설계 제

작, Schottky diod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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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 개

최 석 규(학생회원)

2004년 한경 학교 자공학과 

학사 졸업

2006년 동국 학교 자공학과

석사 졸업.

2005년～ 재 동국 학교 

자공학과 박사과정.

<주 심분야 : GaAs and InP Gunn diode 개발, 

Varactor diode 개발>

김 정 일(정회원)

2000년 서울시립 학교 물리학과 

학사 졸업.

2002년 서울 학교 물리학부 

석사 졸업.

2006년 서울 학교 물리학부 

박사 졸업.

2006년 7월～ 재 한국 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주 심분야 : 고출력 리미터  소자, 테라헤르

츠  소자  응용 시스템>

김 근 주(정회원)

2001년 2월 한국해양 학교 기

공학과 학사 졸업.

2003년 2월 한국해양 학교 기

공학과 석사 졸업.

2009년 8월 한국 기연구원 문

연구원

2009년 8월 ～ 재: 한국 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주 심분야 : 펄스형 THz  분 / 상, 연속형 

THz  실시간 상>

이 진 구(평생회원)

1969년 국립항공 학교 자

공학과 졸업(공학사),

1975년 서울 학교 자공학과

석사과정(공학석사),

1982년 Oregon State Univ. 

기공학과 (공학박사),

1985년  Cray Research Scientist,

1985년  Microwave Semiconductors, USA,

Senior Engineer,

1995년∼ 재 한국 자 학회 이사,

1985년∼2003년 한 자공학회 부회장

2004년∼2005년 한 자공학회 수석부회장

2005년  한 자공학회 회장

1985년∼ 재 동국 학교 자공학과 교수

1999년∼ 재 리미터  신기술 연구센터 소장

2009년∼ 재 동국 학교 기 자공학부 

석좌교수

<주 심분야 : MMIC설계, 소자 모델링>

 석 기(정회원)

1998년 서울 학교 물리교육과 

학사 졸업.

2001년 서울 학교 물리학부 

석사 졸업.

2005년 서울 학교 물리학부 

박사 졸업.

2005년 1월～ 재 한국 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주 심분야 : 리미터 /테라헤르츠  소자 개

발  응용>

윤 진 섭(정회원)

한 자공학회 논문지 

제 38 권 SD 편 제 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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