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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을 이용한 적층형 유전체 도파관 필터
Layered-Type Dielectric Waveguide Filter Using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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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적층형 유전체 도파관 필터를 제안한다. 횡 방향으로 공진부가 연결되는 유전체 도파관 필터
는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길이가 증가하여 제작시 어려움이 따른다. 제안된 구조는 세라믹을 이용하여 일부 공
진부를 적층 형태로 변경하여 설계 제작한 것이다. 상대 유전율이 22인 세라믹을 이용하여 기존의 도파관 필터
보다 25 % 정도 크기가 줄었으며, SMD 형태로 PCB에 표면 실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bstract
Layered-type dielectric waveguide filters were designed. As the order of layers increased the fabrication process for
dielectric waveguide filters which the resonator parts were connected by the lateral direction has many difficulties.
The proposed structure in this report was designed based on the layered-type for the some parts of resonators. The
size of layered-type dielectric waveguide filters installed on the PCB surface were reduced at 25% as compared with
the usual waveguide filters by using a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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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 통신 송수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통신 부품
의 소형화는 꾸준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 특히 RF
수동 소자 중 핵심 부품인 필터는 저가화 및 소형화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 형태의 필터
중 도파관 필터, 공동 공진기 필터, 유전체 공진기
필터들은 방사 손실이 적어 비교적 높은 무부하 품
질 계수와 온도 안정성을 가지므로, 넓은 주파수 대
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세라믹을 이용한
유전체 도파관형 필터로써, Marcuvitz가 제안한 도파

관 H-면 계단형 불연속 구조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계단형 불연속 구조를 모드 정합법을 이용하여 산란
계수를 구하고, 공진기에 적용하여 길이를 최적화한
[1]
다 . 그런 후 일부 공진기를 적층 구조로 변경하여
설계 제작한다.

Ⅱ. 설 계
2-1 체비세프형 저역 통과 프로토타입 필터
양 끝단이 저항으로 종단된 저역 통과 프로토 타
[2],[5],[6]
.
입 필터의 등가 회로는 그림 1과 같다
본 논문의 설계 조건에 따른 프로토타입 값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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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역 통과 프로토타입 필터
Fig. 1. Low-pass prototype filter.

식 (1)에 따라 구해 보면 g0=1.0, g1=1.6703, g2=1.1926,
g3=2.3661, g4=0.8419, g5=1.98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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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피던스 인버터

모드 정합 방법은 불연속 부분의 양쪽 영역의 전
자계를 맥스웰 방정식의 해로 알려진 가중치 합으로
표현하고, 불연속면에서 전자계를 정합시킴으로써
일반화된 산란 행렬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확한 전자
계 해석 방법이다. 식 (3)은 결합적분 행렬의 각 요소
들을 표현하는 식이고, 식 (4)는 모달 산란 행렬(modal scattering matrix)로써, H-평면 불연속면을 정규화
된 산란 행렬로 표현한 것이다. 식 (5)를 이용하여 산
[1],[4],[7]
.
란 행렬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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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임피던스 인버터를 이용한 대역 통과 필
터의 등가 회로이다. 인버터의 개념을 이용할 경우,
연속하는 같은 구조의 병렬 또는 직렬 공진기로 대
역 통과 필터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고
[3],[5]
주파 소자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
본 논문의 설계 조건에 따른 임피던스 인버터 값
들을 식 (2)에 따라 구해 보면 K01=0.3233, K12=0.0638,

          

      





(4)

                
            
                         
                    

(5)

K23=0.0421, K34=0.0638, K45=0.3233이다.

본 논문의 설계 —조건에 따른 투과 계수를 구해
보면 1st=—7.6 dB, 2nd=—21.3 dB, 3rd=—21.3 dB,
4th=—7.6 dB이다.

Ⅲ. 시뮬레이션
그림 2. 인버터를 이용한 대역 통과 회로
Fig. 2. Band-pass filter circuit using inverter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HP사의 HFSS 5.4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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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해석 조건으로는 기본 mesh를 사용하였
고, S-parameter의 delta error는 0.001이고, passes는 10
회를 하였다.

3-1 횡 방향의 유전체 도파관 필터 구조
표 1에서 계산된 투과 계수와 위상을 이용하여 도
파관 필터의 치수를 결정하였다. 상대 유전율은 21.4
로 설정하였고, Q값은 1,300으로 설정하였으며, 공
진기의 크기는 26×13 mm로 정하였다. 또한, 인덕티
브 아이리스의 두께는 0.05 mm로 설정하였다. 각 단
수의 투과 계수와 위상을 수렴 조건에 맞도록 설정
하여 공진기의 길이와 인덕티브 아이리스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그림 3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1단과 4단의 공
진기 길이와 인덕티브 아이리스의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아이리스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S21값인
—7.64 dB에 수렴하도록 반복 시뮬레이션을 하여 값
을 얻었으며, 공진기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위상
값인 155.24°에 수렴하도록 반복 시뮬레이션을 하
였다.

표 1. 투과 계수와 도파관 필터의 치수
Table 1. S21 value and waveguide filter dimensions.
S21(dB)

1단

2단

3단

4단

—7.6

—21.3

—21.3

—7.6

위상(°)

155.2

174.9

174.9

155.2

길이(mm)

23.96

24.33

24.33

23.96

아이리스(mm)

10.71

10.95

10.95

10.71

(a) 구조도
(a) Structure

같은 방법으로 2단과 3단의 공진기 길이와 인턱
티브 아이리스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표 1은 결정된
도파관 필터의 치수이다. 그림 4는 표 1의 값을 적용

(b) 결과
(b) Result

(a) 구조도
(a) Structure

그림 4. 도파관 필터 구조
Fig. 4. Waveguide filter structure.

하여 구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이다.

3-2 적층 형태로 변경을 위한 산란 계수 정합
적층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 기 설계된 유전체 도
파관 필터의 산란 계수와 일치시켰고, 인덕티브 형
태도 변경하였다. 또한, 공진기의 크기도 26×6.5 mm
로 변경하였다. 그림 5는 S21과 in/out 길이의 상관 관
(b) 아이리스 크기
(b) Iris width

(c) 공진기 길이
(c) Resonator length

그림 3. 1단과 4단 시뮬레이션 과정
Fig. 3. Simulation process for 1st, 4th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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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여주고 있다. In/out 길이가 4.01 mm일 때, S21
이 —7.64 dB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6은

S21과 인덕티브 원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덕티브 원의 지름이 3.37 mm일 때, S21이 —21.3

세라믹을 이용한 적층형 유전체 도파관 필터

(a) 구조도
(a) Structure

(b) 결과
(b) Result

(a) 구조도
(a) Structure

그림 5. S21과 in/out 길이의 관계
Fig. 5. Relation between S21 and in/out length.

(a) 구조도
(a) Structure

(b) 결과
(b) Result

그림 6. S21과 인덕티브 원과의 관계
Fig. 6. Relation between S21 and inductive circle.

(b) 결과
(b) Result

그림 8. 적층형 도파관 필터 구조
Fig. 8. Layered-type waveguide filter structure.

3-3 적층형 유전체 도파관 필터 구조
그림 8은 최종적으로 설계한 적층형 유전체 도파
관 필터의 구조이다. 그림 4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
었다.

Ⅳ. 제작 및 측정 결과
필터 제작에 사용된 세라믹 파우더는 일본 Kyorix
(a) 구조도
(a) Structure

(b) 결과
(b) Result

그림 7. S21과 인덕티브 창과의 관계
Fig. 7. Relation between S21 and inductive window.

dB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7은 S21과 인덕
티브 창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덕티브
창의 크기가 4.24 mm일 때, S21이 —23.4 dB로 일치
하는 결과를 얻었다.

사의 HF-22K(SD)로써, 유전 상수는 5.01 GHz에서
22.04이고, FxQ는 49307이다. 측정시 사용된 장비는

Network analyzer로써 Agilent사의 8722ES 모델이다.
그림 9는 시작품의 분해도이고, 그림 10은 실제
치수이다. 검은 부분이 입출력 포트로 표면 실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림 11은 제작된 시작품 사진이다. 외부 도체는
은을 사용하여 프린팅 기법으로 도포하였고, 은의
두께는 10～15 μm이고, 880 ℃에서 10분 유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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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분해도
Fig. 9. Partition picture.

그림 12. 측정 그래프
Fig. 12. Measurement graph.
표 2. 목표치 및 측정 결과
Table 2. Target value & measurement result.
전기적 사양
목표치

Center frequency

1.80 GHz

Bandwidth

그림 10. 대역 통과 필터 치수(units: mm)
Fig. 10. Band-pass filter dimension(units: mm).

결과

1.79～1.81 GHz

Insertion loss

2.5 dB

2.18 dB

Ripple

0.5 dB

0.43 dB

Return loss
Attenuation

15.0 dB

15.09 dB

1.70 GHz

70.0 dB

78.47 dB

1.90 GHz

70.0 dB

72.57 dB

Impedance

50 ohm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라믹을 이용한 적층형 유전체
도파관 필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H-면 계단형 불
연속 구조를 모드 정합법을 이용하여 산란 계수를
구하고, 이를 세라믹 공진기로 변경하고, 커플링 값
을 최적화하였다. 다시 세라믹 공진기의 구조를 적
그림 11. 제작된 사진
Fig. 11. Fabricated picture.

층 형태로 변경하고, 커플링 값을 최적화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상대 유전율 22를 이용하여 설계 제작
하였으므로 수치적으로는 기존 air를 이용하는 도파

으로 소성하였다. 접합은 무연 납을 이용하였다.
그림 12는 측정된 결과 그래프이고, 표 2는 목표

 만큼 크기를 소형화 할 수 있
관 필터에 비해 

치와 측정 결과이다. 전기적 사양을 만족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정도 축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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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세라믹 고유의 loss를 감안한다면 대략 25 %
본 논문에서 소개된 세라믹을 이용한 적층형 유

세라믹을 이용한 적층형 유전체 도파관 필터

전체 도파관 필터는 제작이 용이하며, 표면 실장이
가능함으로 중계기 등에 사용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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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심분야] RF 유전체 필터 및 마이크로파 근접장 현
미경 등

1986년 8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
학사)
1989년 2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
학석사)
1992년 8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
학박사)
1994년 4월～1995년 10월: 일본 쯔
꾸바대학교 물질공학계 조수
1995년 11월～1999년 8월: 일본 동경공업대학교 응용물리
학과 조수
1999년 9월～현재: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주 관심분야] RF 소자, 마이크로파 근접장 현미경, 마이
크로파 바이오센서 및 OLE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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