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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장착된 결합선로를 이용한 광대역 90° 쉬프만 위상천이기

Broadband 90° Schiffman Phase Shifter with Vertically Installed Coupled Lines

이 승 엽 

Seung-Yeop Rh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직으로 장착된 결합 선로를 이용한 광대역 쉬프만 위상천이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쉬프만
위상천이기는 일반적인 결합 선로와 결합 선로 바로 위에 별도의 결합선로를 수직으로 장착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전체
결합 선로의 두 독립적인 전송 모드인 우 모드와 기 모드 각각에 대한 임피던스와 위상 특성을 계산하여 제안된 쉬프만

위상천이기의 위상 특성을 해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일반 결합 선로로는 구현이 어려운 높은 임피던스 비를 갖는 90° 
쉬프만 위상천이기를 제작하였다. 동작 중심 주파수는 2.4 GHz로 하였다. 실험 결과, 오차 ±5°를 만족하는 최대 대역폭은
1.5～3.2 GHz로 70.8 %의 대역폭을 얻었다. 또한, 측정 반사 특성은 동작 대역에서 13.3 dB 이하이며, 삽입 손실은 1.2 
dB 이하로 측정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broadband Schiffman phase shifter is proposed using vertically installed coupled lines. It consists of the typical 
coupled lines and a extra coupled lines which is installed vertically on the original coupled lines plane. Phase responses of Schiffman 
phase shifter with vetically installed coupled lines are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phase velocity of two independent transmission 
modes and the characteristic impedances. The 90° Schiffman phase shifters with high impedance ratio is realized at 2.4 GHz, which 
cannot be implemented with the conventional coupled lines. The measured results show that the bandwidth is 1.5～3.2 GHz(70.8 %) 
within the phase errors ±5°. The measured return loss is found to be better than 12.4 dB and insertion loss is less than 1.2 dB over 
the operating 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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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인 위상천이기 제작 기술은 수동소자인 페라이

트 부품이나 능동소자 소자인 반도체 부품(다이오드, 
FET 등)을 사용한 기술로 크게 나누어진다. 반도체를 사
용한 기술은 다시 전송형과 반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페라이트를 사용한 위상천이기는 고출력인 경우로 크기

가 크며,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위상천이기는 스위칭 속
도가 빠르고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위상천이기는 선로 이외의 수동 및 능동 부품을 사용하

기 때문에, 사용 소자의 특성이 위상천이기의 대역폭 특
성을 좌우한다. 위상천이기의 대역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된 소자의 특성을 광대역화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1]. 쉬프만 위상천이기는 별도의 수동 및 능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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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결합선로 만으로 구현되기 때
문에 다른 위상천이기보다 매우 간단하고 제작이 간편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3]. 
쉬프만 위상천이기에서 광대역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

는 결합 선로의 결합계수 즉 우(evne) 모드와 기(odd) 모
드 임피던스 비()를 높여야 한다[2],[3]. 일반적으로 결합
계수가 높은 결합선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 모드의

임피던스가 기 모드 임피던스보다 크고, 두 임피던스의
차가 커야 한다. 이러한 강 결합선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전적인 기법은 결합선로 간의 간

격을 좁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간격이 너무 좁
아지면 일반적인 기판 제작 공정으로는 제작이 어려워진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쉬프만 위상천이기의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 결합 선로를 이용한 쉬프만 위상

천이기 구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다[2]～[6]. 이들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 2011년 Z. Zang 
등이 이빨 모양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와 특정 모양이

있는 접지 면을 이용하여 광대역 특성을 얻었다[5]. 또한
2006년 Y. X. Guo 등이 공진기 형태를 접지 면에 부착하
고, 그 사이에 슬롯을 만들어 대역폭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였다[6].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설계 시 많은 설계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쉬프만 위상천이기의
광대역 특성을 얻기 위해 결합 선로 위에 수직으로 결합

선로를 장착한 구조를 이용하여 결합 선로의 임피던스

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합선로에 수직으
로 부착된 결합선로에 의해 전체 결합 선로가 가지고 있

는 두 독립적인 전송 모드인 우(even) 모드와 기(odd) 모
드의 특성 임피던스와 위상 속도의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수직 결합 선로의 높이를 변화시
키면 일반적인 결합 선로로는 구현이 어려운 임피던스

비를 구현할 수 있다[7],[8]. 본 논문은 수직으로 부착된 결
합선로의 강 결합 특성을 쉬프만 위상천이기에 적용하여

위상 오차에 대한 설계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자 한다. 

Ⅱ. 구조 및 이론

그림 1은쉬프만위상천이기의위상특성을광대역화하

 

(a) 윗면도
(a) Top view

(b) 측면도(A-A')
(b) Side view(A-A')

그림 1. 수직 결합선로가 장착된 결합 선로를 이용한 쉬

프만 위상천이기 구조

Fig. 1. Configuration of Schiffman phase shifter with verti-
cally installed coupled lines.

 
기 위해서 제안한 구조이다. 쉬프만 위상천이기는 차동형
위상천이기(differential phase shifter)로서 위상차( )는
단일 선로로 이루어진 기준 선로(reference line)의 위상 응
답과 위상 지연이 일어나도록 만든 결합 선로(coupled 
line)의 위상 응답을감산하여 식 (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cos  tan
 tan  (1)

 
여기서, 는 결합 선로의 전기적 길이를 표시하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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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선로의 우 모드와 기 모드의 임피던스의 비이다. 
  는 중심 주파수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위상차이

다. 는 구현하고자 하는 위상천이기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다. 만약  90°의 위상천이기를 구현하기 위
해   으로 정하면 는   선로의 길이를 기준으
로 구한다. 즉, 결합선로의 길이(Lv)는 가 된다

[2],[3].
 

∆max   tan 


 

 

 cos 
  (2)

 
식 (2)는 최대위상오차내에서 대역폭을 의미한다.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쉬프만 위상천이기의 위상 응답
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임피던스 비인 이다.
그림 2는 정규화된 주파수 변화에 대해서  변화에 대

한 위상 응답을 식 (2)를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상 허용 오차 범위가 커져 대역폭이

커진다. 예를 들면 위상 오차를 ±5°로 하는 90° 쉬프만
위상천이기인 경우, 식 (2)로부터 는 3.0 즉 결합계수가
6.0 dB가 되어야 한다. 가 3.0인 경우, 우 모드의 임피던
스는 86.6 Ω( 50 ), 그리고 기 모드의 임피던스
는 28.9 Ω( 50/ ) 으로 결정된다. 이 두 임피던
스를 두께가 1.0 mm이고, 유전율이 4.4(FR4)인 기판으로
구현한다면 결합 선로의 치수는 선로 폭이 0.6 mm이고, 

그림 2. 일반 쉬프만 위상천이기의 위상 특성
Fig. 2. Phase response of typical Schiffman phase shifter.

        

(a) 우모드
(a) Even mode

          

(b) 기모드
(b) Odd mode

그림 3. 모드별 전계 분포 및 등가회로
Fig. 3. Field distribution and equivalent circuit for modes.
  

선로 간의 거리는 약 0.05 mm로 결정된다. 설계치수에서
선로 간의 간격이 0.2 mm 이하는 실험실 수준의 회로 제
작 공정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치수이다. 특히 결합계수를
높이기 위해서 선로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현상은 유전

율이 낮은 기판에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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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기 위해 임피던스 비를 높일 수 있는 선로가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 장착된 결합 선로를 가지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림 3은 수직으로 장착된 결합선로내에서모드별 전

계분포와 대응되는 등가회로를 각각 그린 것이다. 선로에
전파되는 파가 TEM파라고 가정하면, 등가 커패시턴스에
의해 선로의 특성에 의해 결정 지워진다[9]. 그림 3에서
는 선로 사이의 등가 커패시턴스이고, 과 는
인접 선로가 없는 경우, 단일 선로가 갖는 등가 커패시턴
스이다. 만약 두 선로가 동일한 치수라면   가
된다. 
우 모드인 경우, 선로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자계벽

(magnetic wall)이생성되며, 선로간의전류가흐르지않는
다. 이 경우 는 개방(open)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
미하며, 우 모드의 커패시턴스는     가
된다. 기 모드인 경우는 전계분포가 우 모드와는 달리 선
로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전계벽(electric wall)이 생성되어, 
대칭축 상의 점에서의 전압은 영으로 단락(short)된 상태
가 된다. 등가회로로 본다면 그림 3에서 의 중점이 접
지가 되어 기 모드의 총 캐패시턴스는    

    가 된다. 모드별 특성 임피던스는 다
음과 같이 각 모드의 총 커패시턴스로 식 (3)으로부터 구
할 수 있다[9].

 

   ,     (3)
 

여기서, v는 선로 상의 전파속도이고, 과 는 각
각 우 모드와 기 모드의 특성 임피던스이다. 
그림 4는 수직 장착된 결합 선로의 높이 Hv가 0.0～1.0 

mm이고, 선로 간격 S가 0.1～0.5 mm인 경우 우 모드와
기 모드 임피던스를 각각 구한 결과이다. 
사용 기판은 FR4이고, 두께는 1.0 mm이다. 그림 4에서

알수 있듯이, 우모드보다는기모드인 경우높이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화함을 알수 있다. 예를 들면, S가 0.3 mm
이고, Hv의 변화에 따른 Zeven의 변화는 90.0 Ω에서 84.2 
Ω로 총 변화량은 약 5.8 Ω 인데 반해, Zodd 변화는 44.6 
Ω에서 16.8 Ω로 총 변화량은 약 27.8 Ω 변했다. 기 모드
의 변화량이 더 크게 변화하는 결과는 기 모드의 전계가

추가 결합선로에 의한 것으로값이 증가시키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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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직 장착된 결합선로에서 선로 간격(S)과 선로

높이(Hv)에 따른 우 모드 및 기 모드 임피던스

변화

Fig. 4. Modes impedance versus space of coupled line with 
respect to height of vertically installed coupled li-
nes.

 
(3)에 따라 전체 가 커져 기 모드 임피던스가 감소하
게 된다. 따라서 우 모드 임피던스의 변화보다 크게 변화
하는 기 모드 임피던스 때문에 수직 결합선로의 높이(Hv)
가 커짐에 따라 임피던스 비인 도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4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우 모드와 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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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v 변화에 따른 결함선로 간격(S)과 임피던스 비
Fig. 5. Impedance ratio versus space between coupled lines 

with respect to 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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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임피던스로부터 임피던스 비를 구한 결과 그림이다. 
일반 회로 제작공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결합 선로의 간

격 한계를 0.2 mm로 정한다면, 수직으로 결합선로가 장
착되지 않은 일반 결합선로인 경우(Hv=0.0 mm), 는 3.0
을넘을 수없다. 그러나수직 결합선로가 있는 경우선로
간의 간격이 0.2 mm인 경우에도 Hv를 크게 함으로써 가

3을 넘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Ⅲ. 제작 및 실험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직으로

장착된 결합 선로의 특성을 이용하여 위상 오차가 ±5 °인
광대역 90° 쉬프만 위상천이기를 제작하고자 한다. 기본
선로용 기판 1은 두께가 1.0 mm인 FR4 기판을 사용하였
다. 수직 장착에사용한 기판 2는결합선로 간격 S와같아
야 하기 때문에 위상천이기 #1에서는 두께가 1.0 mm인
FR4 기판을, 위상천이기 #2에서는 두께가 0.5 mm인 FR4 
기판을 사용하였다. 위상 천이기의 제반 치수는 중심 주
파수 2.4 GHz에서 위상천이기의 위상 응답이 90°가 되도
록하였다. 기준선로는 50 Ω 마이크로파단일 선로로결
합 선로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기판을 사용하였다. 이 때
선로 폭은 1.7 mm로 하였다. 위상천이기의 주요 설계 파
라미터인 결합 선로의 간격과 수직 결합선로의 높이를

다르게 조합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90° 쉬프만 위상천이
기를 구현하였다. 자세한 치수는 표 1과 같다. 
이처럼 서로 다른 치수로 같은 특성의 위상 천이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제안된 구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은 제작된 위상천이기 사진이다. 
제작한 결합 선로 위상천이기의 위상 응답 및 반사 특

표 1. 제안된 위상천이기를 위한 주요 결합선로 치수

Table 1. Dimensions of proposed coupled line for phase shi-
fter.

±5°인 90° 
위상천이기

설계 결합

선로의 모드

임피던스[ Ω]

S
[mm]

Lv

[mm]
Hv

[mm]

#1 Zeven=
86.6
Zodd=
28.9

1.0 8.2 2.0

#2 0.5 8.8 0.7

그림 6. 제작된 90° 쉬프만 위상천이기 사진
Fig. 6. Photo of fabricated 90° Schiffman phase shifter. 
 
표 2. 제작된 두 개의 위상천이기의 측정 결과
Table 2. Results of measurements of the fabricated two phase 

shifters.
항 목 위상천이기 #1 위상천이기 #2

위상

대역폭

[GHz]

이론
1.5～3.3
(75.0 %)

1.5～3.4
(79.2 %)

측정
1.5～3.2
(70.8 %)

1.6～3.2
(66.7 %)

반사 손실

[dB]
이론 —19.9 —15.4 
측정 —13.3 —12.4 

삽입 손실

[dB]
이론 —0.5 —0.6 
측정 —1.2 —1.1 

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HP8510C를 사용하였다. 위상천이
기의 위상변화량은 우선 기준 선로에 대한 위상 응답을

윌트론(Wiltron)사의 만능 시험 고정기(universal test fixtu-
re)로 측정하고, 결합 선로에 대한 위상 응답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구하였다. 그리고 위상천이기의 입출력 포트의
50 Ω 정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사 손실 및 삽입
손실도 측정하였다.
그림 7과 표 2는 제작한두 개의 위상천이기에 대한 측

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7(a)는 제작된 두 개의 위
상천이기의 위상특성과 위상천이기 #2에서 수직 결합선
로의 높이(Hv)를 0.0 mm로 해서 얻은 이론값을 비교하여
그린 것이다. 수직 선로가 없는 경우 즉, Hv=0.0 mm를 갖
는 위상천이기 #2의 위상 특성은 13.3 %의 대역폭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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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작된 90° 쉬프만 위상천이기에 대한 계산과 측
정 결과

Fig. 7.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s of 90° Schiffman 
phase shifters.

우좁은 특성이 나타남을알수 있다. 이결과로부터수직
결합선로가 위상천이기의 대역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값은 상용 프로그램인 CST를 사
용하였다. 실험 결과와 이론값을 비교하면 측정된 위상이
주파수 대역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여 계산된 대역폭보

다 줄어든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위상천이기 #2인 경
우는 이론적으로는 79.2 %의 대역폭이 실제 측정 시에는
66.7 %로 12.5 %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수직 선로
의 높이를 정확하게 가공하는 문제와 수직 선로를 결합

선로의 간격(S)에 정확하게 납땜하는 문제와 같은 실험실
내에서의 제작 한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사 및 삽
입 손실에 대한 결과는 대역폭 내에서 이론값과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제작된 #1 위상천이기로부터 얻어진 70.8 % 대역폭은

참고문헌 [6]에서 얻어진 70.0 %보다 약간 높은 결과이나, 
향후 제작 상의 한계를 개선한다면 이론값에 근접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수직 결합선로를 장착한 결합 선로에서는

우 모드와 기 모드 임피던스 비가 일반 결합 선로보다 높

아진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쉬프만 위상천이기의 대역폭
을 넓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안된 위상천이기의 수
치 해석 및 실험 결과는 수직 결합선로의 높이(Hv)를 변
화시키면 일반적인 결합 선로로는 어려운 임피던스 비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쉬프
만 위상천이기를 설계할 때 기판 유전율에 대한 선택 및

위상 오차에 대한 설계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높은 결합계수 특성을 갖도록 구현
된 위상천이기의 설계 기법은 향후 낮은 유전율 기판에

서 높은 임피던스 비를 갖는 마이크로파 회로 소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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