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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태 소형 개구를 갖는 도파관 탐침의 등가회로 해석

Equivalent Circuit Analysis of a Rectangular Waveguide Probe 
with H-type Small Aperture

고 지 환․조 영 기*

Ji-Hwan Ko․Young-Ki Cho*

요  약

근접장 마이크로파 현미경의 핵심 부품인 H-형태 소형 개구를 가진 도파관 탐침에 대해 등가회로를 표현하고 해석하
였다. 파장에 비해 작은 사각형 또는 원형의 소형 개구는 유도성 성분인데, 여기에 리지 구조를 부착하는 것은 용량성
성분을 연결하여 이로 인해 투과 공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입증하기 위해 리지가 있는 소형
개구에서 용량 성분에 해당되는 리지 부분을 분리하여 대략 반파장 떨어진 지점에 세워 두고 구한 등가회로적 표현에

의한 계산 결과와 전자파 해석에 의한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거의 일치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파관 탐침을 제작
하여 반사손실을 측정하고,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Equivalent circuits for the waveguide probe with H-shaped small aperture, as a key ingredient of near field microwave microscope, 
is described along with a working principle of the probe. Small rectangular or circular aperture in comparison with the wavelength 
behaves like the inductive element. So adding the ridged structure (corresponding to capacitive component) to the small aperture allows 
the transmission resonance to occur. For verification, we represents the equivalent circuit descriptions for the two types, ridged aperture 
and cavity types. The values of obtained by use of the equivalent circuit approaches a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by use of the 
available numerical software. The results are also experimentally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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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는 비접촉, 비파괴적으로 물체의 이미지와 물
성을 조사하기 위해 근접장 마이크로파 현미경(near-field 
microwave microscopy)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5]. 근

접장 마이크로파 현미경의 구성은 참고문헌 [3]～[5]에
볼 수 있으며, 동작 원리 및 기능으로는 RF 신호 발생기
에서 생성된 마이크로파는 도파관 탐침(waveguide probe)
에 의해 피측정 물체에 방사되고, 물체에 의해 반사된 파
는 도파관 탐침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탐지기(detecto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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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되고, 이 감지 신호를 해석하여 물체의 이미지와 물
성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된다. 이 마이크로파 현미경에
서 주요한 핵심 부품은 도파관 탐침이며[1],[4], 물체에 의한
반사파를 해석하여 획득한 이미지에 대해 높은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는 도파관 탐침의 개구를 매우 작게 만들어

피측정 물체에 조사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스팟 크기(spot 
size) 줄어야만 한다. 동시에 이런 소형 개구를 공진시켜
파가 잘 방사되게, 즉 개구의 투과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1]～[5].
이러한 소형 개구의 투과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Harrington[6]
은 투과 공진 조건이 만족되는 여러 가지 구

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소형 개구에 커패시터를
연결하거나, 커패시터 특성이 보완되는 구조로 변형함으
로써 투과 공진 현상(transmission resonance phenomena)을
발생하게 하였다. 여기서 투과 공진 현상이란 실제의 개
구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개구 형태를 변형하여 개
구를 통해 투과되는 파가 현저하게 증가되는 현상을 의

미한다. 
이런 투과 공진을 발생시키기 위해 소형 원형 개구(cir-

cular aperture)에 리지(ridge) 구조를 추가하는 방법 또는
소형 사각형 개구(rectangular aperture)에 리지를 추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4],[7]. 만약 도파관 종단에 소형 원형 또는
사각형 개구만 있다면, 이는 등가회로적으로 소형 개구를
매우 높은 유도성 성분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입사파

는 거의 투과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반사하게 된다[8]. 
이 소형 개구에 리지를 부착하면 용량성 성분이 추가되

어, 이로 인하여 공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H-형태의 리지가 부착된 소형 개구를

가진 직사각형 도파관 탐침에 대해 등가회로를 표현하고

해석하였다. 파장에 비해 작은 사각형 또는 원형의 소형
개구는 유도성 성분인데, 여기에 리지 구조를 부착하는
것은 용량성 성분을 연결하여 이로 인해 투과 공진을 일

으키는것으로볼 수있다. 이를입증하기 위해 소형개구
에서 용량성 성분에 해당되는 리지 부분을 분리하여 대

략 반파장 떨어진 지점에 세워 두고 전자파 해석에 의한

계산 결과와 등가회로에 의한 계산 결과와 비교 검토하

였다. 이러한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도파
관 탐침을 제작/측정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Ⅱ. 도파관 탑침의 전자파 해석 및 등가회로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도파관 탐침는 그림 1(a)
에서 도시된 바와 같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파
관 종단에 소형 개구를 두어 파를 방사하고, 피측정 물체
에서 반사되는 파를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a)과
같은 리지가 부착된 H 형태의 도파관 탐침은 투과 공진
으로 인해 높은 투과 효율을 나타낸다. 이 도파관 탐침에
대해 회로 측면에서 등가회로로 표현하면 그림 1(b)와 같
이 ,  ,   성분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림 1과 같은 H 형태의 도파관 탐침에서 투과

공진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WR-90(폭: 22.86 mm, 
높이: 10.16 mm)인 도파관에 두께가 =0.2 mm인 도체
판으로 단락하고, 중심에 있는 H 형태 개구는 파장에 비
해 충분히 작고 제작 가공이 용이하게끔 설계하였다. H 
형태 개구는 ==5.5 mm인 정사각형 개구에 간격 
=0.4 mm, 폭 = 3.5 mm인 리지가 부착되게 두었다. 이렇
게 설계된 도파관 탐침에 대해 전자파 해석 S/W Tool인
Ansoft사의 HFSS를 이용하여 반사손실을 계산하였다. 계
산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내었고, 주파수가 11.09 GHz에서
반사손실이 26.5 dB 정도로 투과 공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도파관으로 입사된 파의 거의 전부(99.8 % 정
도)가 개구를 통해 방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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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지가 부착된 소형 사각형 개구의 도파관 탐침
Fig. 1. Waveguide probe of the small rectangular aperture 

with a 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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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1의 도파관 탐침의 반사손실 계산
Fig. 2. Calculated return loss of the waveguide probe of 

Fig. 1. 

 

만약, 그림 1(a)의 H 형태의 개구에서 리지를 제거하면
입사파의 관내 파장에 비해 충분히 작은 소형 사각형 개

구가 되는데, 이런 경우 입사파는 거의 투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소형 사각형 개구는 등가회로 측면에서 보
면 유도성 성분과 비교적 큰 저항성 성분이 병렬로 연결

된회로로 볼수있다. 이들 성분을 구하기위해서는그림
1(a)의 H 형태 개구에서 리지를 제거한 단지 소형 사각형
개구만 있는 구조에 대해 먼저 S-파라미터를 추출한다. 
이를 갖고 등가회로의 부하 어드미턴스를 구하고, 어드미
턴스의 실수부와 허수부로부터 저항 성분과 유도성 성분

을 얻는다.
앞서 ==5.5 mm인 정사각형 개구인 경우, 주파수

11.09 GHz에서 저항 성분은 591.25 Ω 그리고 유도성 성
분은 대략 0.4431 nH로 계산되었다. 이 회로에서 공진을
발생시키려면 용량성 성분을 병렬로 추가하면 되는데, 
11.09 GHz에서 4.648 pF이 요구된다. 여기서 특성 임피던
스 는 직사각형 도파관에서 기본모드인 의파동

임피던스로 두면 된다. 그러면 그림 1(b)의 등가회로에각
각의 파라미터를 구하였고, 부하를 바라본 반사손실을 계
산해 보았다. 계산 결과는 HFSS로 전자파 해석한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두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양호하게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소형 개구에

리지를 부착하는 것은 등가회로 측면에서 용량성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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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지가 분리된 소형 사각형 개구의 도파관 탐침
Fig. 3. Waveguide probe of the small rectangular aperture 

with a separate ridge.

 
추가하는것이라볼 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좀 더타당
한지 조사하기위해 그림 3(a)에서보는것처럼 개구에부
착된 리지를 개구에서 반파장 떨어진 지점에 용량성 아

이리스 구조를 세워 두고 다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그림 3(a)의 전자파 해석을 위해 각 설계 파라미

터는 그림 1(a)처럼 동일하게 사각형 개구의 크기는 =
=5.5 mm이고, 리지는 =0.4 mm, =3.5 mm이며, 다른
점은 단지 도파관 안쪽으로 반 파장(=)만큼 떨어
지게 리지를 세워둔 것이다. 여기서 리지가 떨어진 거리
은주파수 11.09 GHz에서 관내파장의 반으로 WR-90의
도파관인 경우 16.8 mm에 해당된다.
그림 3(a)의 도파관 탐침 구조에 대해 HFSS로 시뮬레

이션한 반사손실의 계산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보면 예측대로 11 GHz 대에서 공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와 비교하여 보면 주파수 대역폭이 상
당히 줄어들어 매우 좁은 모습인데, 이는 개구와 리지 간
의 떨어진 거리 만큼의도파관이 공진기를 구성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공진주파수는 11.02 GHz로 그림 2의 공진
주파수보다는 70 MHz 정도 약간 낮지만, 예측된 주파수
에서 공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자파 해석에 비해 그림 3(b)의 등가회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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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3의 도파관 탐침의 반사손실 계산
Fig. 4. Calculated return loss of the waveguide probe of Fig. 3. 
 
에서 바라보면, 그림 1(b)와 비교해서 용량성 성분이 반파
장 떨어져 있는 구조로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진 주파수
는 동일하며, 대역폭은줄어들 것으로 예측할수 있다. 그
림 1(b)에서 주어진 ,  , 를 갖고 그림 3(b)에 대입하
여 반사손실을 계산하였으며, 계산 결과는 HFSS로 계산
한 결과와 함께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공진 주파수는 예
상대로 정확히 11.09 GHz이며, 주파수 대역폭은 HFSS로
계산한 결과처럼 매우 좁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림 3(a)와달리도파관종단에리지를그대로세우고, 관내
파장의 반파장 떨어진 도파관 내부에 사각형 개구를 두

었을 경우의 시뮬레이션한 반사손실의 특성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보면 공진주파수는 10.945 GHz로 그

그림 5. 개구가 분리된 도파관 탐침의 반사손실 계산
Fig. 5. Calculated return loss of the waveguide probe with a 

separate aperture. 

림 4에 비해 75 MHz 정도 낮아졌지만, 특성은 앞서 경우
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들두 계산결과의분석으로부터얻을 수 있는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1처럼 소형 개구에 부착된
리지는 등가회로 측면에서 용량성 성분에 해당하는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진주파수일 때 적용
해야만 할 것이다.  

Ⅲ. 도파관 탐침 제작 및 측정

앞 절에서 언급한 도파관 탐침에 대한 계산 결과가 정

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 1(a)와 그림 3(b)의 도파관 탐
침을 제작하고, 반사손실을 측정하여 계산 결과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그림 1(a)에서 보여준 리지가 부착된 소형 사각형

개구를 제작하였고, 도파관 종단에 부착하여 도파관 탐침
을 만들었다. 다음의 그림 6에서 보면 왼쪽부터 Adapter, 
길이가 10 cm인 도파관, 제작된 H 형태 개구 도체판으로
열거된각 구성품의 사진을 볼수있다. 각구성품의연결
을 위한 도파관의 플랜지(flange) 형태는 FBP100이며, 이
들 각 구성품을 볼트 너트로 연결한 다음 VNA(Vector 
Network Analyzer)로 반사손실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
과는 HFSS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그림 7에 나타내었
다. 두 가지의 반사손실 특성 곡선을 비교하여 보면 거의
일치하였으며, 앞 절에서 언급된 반사손실의 계산 결과가
정확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림 3(a)에서 보여준 리지가 분리된 도파관 탐

침 구조에 대하여 각 구성품을 제작하였고, 각 구성품이
차례로 열거된 모습을 그림 8에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apter, 도파관, 리지 도체판,   도파
관 그리고 정사각형 개구 도체판을 차례로 연결한 다음

[Adapter]           [Waveguide]    [ H-type aperture]

그림 6. 그림 1의 제작된 도파관 탐침 사진
Fig. 6. Photo of the implemented waveguide probe of Fig. 1.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5, no. 12, Dec. 2014.

1304

그림 7. 그림 6의 도파관 탐침의 반사손실 측정
Fig. 7. Measured return loss of the waveguide probe of Fig. 6. 
 
VNA로 반사손실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HFSS로
시뮬레이션 결과, 함께 그림 8에 제시하였으며, 측정 결
과를 보면 계산 결과에 비해 공진 주파수는 20 MHz 정도
약간 낮지만 주파수 응답 특성 곡선은 거의 비슷한 모습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도파관 탐침을 제작하여 측정한

[Adapter]    [Waveguide]       [Ridge] [       ][aperture]2/gl

그림 8. 그림 3의 제작된 도파관 탐침 사진
Fig. 8. Photo of the implemented waveguide probe of Fig. 3.
 

그림 9. 그림 8의 도파관 탐침의 반사손실 측정
Fig. 9. Measured return loss of the waveguide probe of Fig. 8.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앞 절에서 제시한 계산 결과

와 논의가 비교적 정확하였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일반적으로 파장에 비해 작은 소형 개구는 유도성 성

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여기에 리지를 부착하면 등가
회로 측면에서 용량성 성분이 추가되는 것으로 역할하여

이들 두 성분이 결합하여 소형 개구에서도 공진이 발생

될 수 있게 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근접장 마이크로파 현미경에서 핵심 부

품인 H-형태 소형 개구를 가진 도파관 탐침에 대하여 등
가회로로 표현하였고, 전자파 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
다. 일반적인 도파관 종단에 소형 개구가 있는 도체판으
로 종단되어 있으면 파가 거의 투과하지 못하고 상당부

분 반사되지만, 이 소형 개구에 리지를 부착하면 파가 대
부분 투과되는 공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등가회로 측면에서 해석하였고, 사각형 또는 원형 같은
소형 개구는 매우 큰 유도성 성분으로 간주되는데, 여기
에 리지가 부착되는 것은 용량성 성분이 연결되어 공진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형 개구에서 리

지 부분을 분리하여 대략 반파장 떨어진 지점에 세워 두

고 전자파 해석에 의한 계산 결과와 등가회로에 의한 계

산 결과와 비교하였고, 거의 일치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계산 결과가 정확한지 검증하기 위해 도파관 탐

침을 제작하였고, 반사손실을 측정하여 계산 결과의 정확
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파관 탐침의 투과 효율을 개선

할수 있을것으로예상되며또한, 개구를 통한 전자파투
과 문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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