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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형태의 전송선로 밑면에 플로팅 동판을 위치시키면 플로팅 동판과 접지면 사이의 단락 또는 

개방 연결에 따라 전송선로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또는 코플라나 선로 형태로 동작하게 된다. 이러한 동작은 하나의 

전송 선로 폭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플로팅 동판이 존재하는 마이크로

스트립 전송 선로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입력 정합 상태를 가지며 조건에 따라 단순히 신호를 전달하는 2-단자 전력 전

송 선로 또는 전력 분배가 가능한 2-way 전력 분배 회로로 동작할 수 있는 가변 전송선로를 제안 및 제작하였다. 제안된 

회로는 코플라나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전력 전송 선로로 동작하고,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2-way 전력 분배 회로로 동작한다. 제작된 가변 전송 선로는 700 M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전력 전송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 -0.2 dB 이내의 전달 손실(S21)과 -15 dB 이하의 반사 계수(S11)를 보였으며, 전력 분배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10 dB 이하의 반사 계수(S11), -3.8 dB이내의 전달 손실(S21 or S31), ±0.3 dB 이내의 출력 전력차(S21/S31)를 보였다. 

ABSTRACT 

If it exists an ungrounded copper plane to be electrically isolated from a surrounding ground plane on the underside 
of a microstrip transmission line, this transmission line can operate as the microstrip line or the coplanar line according 
to open or short connection between the ungrounded copper plane and grounded plane on the base plane. Two different 
type operation of the transmission line means that one transmission line can have two different characteristic 
impedances. This paper proposes and fabricates the circuit to be operated 2-ports power transmission line or 2-way 
power divider with the stable input matching characteristic by using this dual-impedance transmission line. The 
proposed circuit operates 2-ports power transmission line in case of the coplanar line or 2-way power divider line in 
case of the microstrip line. The fabricated circuit shows S21 > -0.2 dB and S11 < -15 dB above 700 MHz when the circuit 
operates 2-ports power transmission line. And, it is  S21 > -3.8 dB, S11 < -10 dB and S21/S31 < ±0.3 dB above 700 MHz 
when the circuit operates 2-way power divider. 

키워드 : 이중 임피던스 선로, 가변 전력 분배기, 가변 전송 선로, 코플라나 선로

Key word : Dual impedance transmission line, Variable power divider, Variable transmission line, Coplana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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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회로 기판을 이용한 초고주파 선로는 신호를 전송하

는 전송 선로와 접지면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한다. 회로 기판을 이용한 초고주파 전송 선로[1, 2]
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스트립 선

로, 코플라나 선로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1 (a)의 마이

크로스트립 선로는 기판의 한 면에는 초고주파 신호를 

전달하는 전송 선로가 존재하고, 다른 한 면에는 접지

면이 존재한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는 선로 제작 및 

부품의 연결이 용이하여 초고주파 회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림 1 (b)의 스트립 선로는 기판의 양쪽 면

이 접지면이고, 접지면 사이에 전송 선로가 위치하는 

구조를 갖는다. 스트립 선로는 기판 위에 부품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제작 및 회로 수정이 어려워 거의 사용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품이 존재하지 않는 안테나 인

입부 회로 또는 높은 커플링 특성을 요구하는 커플러 

회로에서는 외부로의 신호 누설이 거의 없으며 전송 손

실이 낮고, 회로 변형이 거의 없다는 장점 때문에 스트

립 선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1 (c)의 코플라나 선로

는 기판의 한 면에 전송 선로와 접지면이 같이 존재하

는 구조를 갖는다. 전송 선로 밑면에 접지면을 회로적

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송 선로의 양쪽 옆면에 

일정 간격을 두고 접지면을 배치하여 밑면의 접지면을 

대신하는 구조로 동작할 수 있다. 코플라나 선로는 동

일한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서 전송 선로의 폭과 길이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또는 스트립 선로보다 크고, 길어

지는 단점과 주위의 접지면에 의해 특성이 변할 수 있

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회로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스트립 선로, 코플라나 선로

를 포함하여 모든 초고주파 선로는 선로의 폭, 선로와 

접지면의 간격, 기판 유전체 특성 등에 의해 선로의 특

성 임피던스가 하나의 값으로 정해진다. 즉, 기판 상에

서 구현되는 초고주파 선로의 폭은 기판이 가지는 하나

의 동작 임피던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회로에 공급되는 신호의 전력이 필요 이

상으로 높은 경우 감쇠기[3]를 이용하여 신호를 감쇠하

여 다음 단에 전달하게 된다. 만약, 입력 신호의 세기에 

따라 단순히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선로 또는 전력 분배

기로 신호를 분배할 수 있다면,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

는 신호 전력을 자체 에너지원[4]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다. 또한, 초고주파 회로에서 회로를 점검하는 경우 전

송 선로를 전력 분배기 또는 전력 분배기 회로를 각각

의 경로에 신호를 공급하는 전송 선로로의 동작을 필요

로 하기도 한다. 전송 선로는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

점으로 공급되는 신호를 좋은 정합 특성을 가지고 안정

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송 선로에서 신호

의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

던스는 전송 선로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의 기

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야 한다. 반면, 전력 분배

기[5]는 하나의 단자에서 입력하는 신호를 두 개 이상의 

단자로 분배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입력 단자와 두 개의 출력 단자를 갖는 3-단자 전력 분

배기 경우에 입력하는 신호를 반사없이 두 개의 출력 

단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입력 단자와 두 개의 출력 

단자 사이에 임피던스 정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 

분배 회로에서 두 개의 출력 단자는 입력 단자에 병렬

로 연결되는 형태이므로 전력 분배 회로의 출력 부분에

서의 특성 임피던스는 두 개 출력 단자의 각각의 특성

임피던스보다 낮아지게 된다.

(a)

(b)

(c)

그림 1. 초고주파 전송선로 (a)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b) 스트립 

선로 (c) 코플라나 선로

Fig. 1 Microwave transmission line (a) Microstrip line (b) 
Strip line and (c) Coplana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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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선로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정합 특성을 유지

한 상태로 조건에 따라 전력 전송 선로 또는 전력 분배 

회로로 동작하는 것은 두 상태의 원하는 특성 임피던스 

값이 다르므로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하여 안

정적인 정합 특성을 가지며 조건에 따라 2-단자 전송 선

로 또는 3-단자 전력 분배기로 동작하는 선로 구현이 가

능한 회로를 제안하고, 회로 제작을 통해 제안된 회로

의 동작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제안된 회로는 하나의 

선로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를 출력 단자로 전달하는 전

송선로인 경우에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형태로 동작

하고, 입력하는 신호를 분배하는 전력 분배기인 경우에

는 코플라라 선로 형태로 동작하여 선로의 정합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제안된 회로의 전송 선로의 

구조 및 동작 방법, 제작된 회로의 동작 특성은 다음과 

같다. 

Ⅱ. 본  론

2.1. 제안된 전력 전송 또는 전력 분배가 가능한 가변 전

송 선로 구조

초고주파 회로 기판을 이용한 이상적인 마이크로스

트립 선로에서 기판의 비유전율, 유전체의 높이, 기판 

양면에 존재하는 동판 높이의 변화가 없으면 전송 선로 

폭은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의미하게 된다. 하
지만, 그림 2와 같이 전송 선로 밑면에 비접지 동판이 

존재하게 되면 비접지 동판과 밑면의 접지면의 단락 또

는 개방 연결에 의해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6]는 

달라지게 된다. 밑면의 비접지 동판과 밑면의 접지면을 

다이오드로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ON 또는 OFF 동작에 

따라 비접지 동판은 접지면 또는 플로팅 상태의 동판으

로 동작한다. 물론, 다이오드에 일정 전압 이상이 인가

되어(ON 상태) 다이오드가 수 Ω 이하의 낮은 저항값으

로 비접지 동판과 전송 선로를 연결한다고 하여도, 전
송 선로는 비접지 동판과 밑면 접지면 사이의 간격에 

의해 완벽한 형태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동작하지 

않는다. 또한, 다이오드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아(OFF 
상태) 다이오드가 수 천 Ω 이상의 저항값을 가진다고 

하여도, 전송 선로는 밑면 비접지 동판에 의해 완벽하

게 코플라나 선로로 동작하지 않는다. 

그림 2. 제안된 두개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는 가변 전송 선로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the proposed dual-impedance 
variable transmission line

하지만, 전송 선로가 완벽한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또

는 코플라나 선로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제안된 

선로 구조는 비접지 동판의 단락 또는 개방 연결에 의

해 전송 선로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성 임피던스를 가

지게 된다.
그림 3은 일반적인 전송선로로의 전력 전송 동작과 2

개의 출력 단자로 전력 분배가 가능한 제안된 회로의 

모습이다. 검은색 선은 기판 윗면의 구조를 나타내고, 
빨간색 선은 기판 밑면의 구조를 나타낸다. 기판 밑면

은 접지면과 전송선로 밑면에 비접지 동판이 존재하며, 
비접지 동판 양 쪽 끝부분에서 접지면과 다이오드 또는 

저항 연결을 통해 비접지 동판은 접지 또는 플로팅 형

태로 동작하게 된다. 기판 윗면은 하나의 입력 선로와 

두개의출력 선로, 중간의 임피던스 변환 선로로 구성되

어 있다. 입력 단자와 두 개 출력 단자의 특성 임피던스

는 50 Ω이고, 두 개의 출력 단자 사이의 전력 분배 비율

이 1:1인 3-dB 전력 분배기가 되도록 회로를 설계하였

다. 만약, 출력 단자의 전력 분배 비율이 1:1이 아니라면 

출력 단자의 특성 임피던스를 변화시켜 전력 분배 비율

을 조절할 수 있고, 중간 정합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두 출력 단자의 특성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 값과 입력 

단자의 특성 임피던스 50 Ω의 기하 평균값을 이용하면 

된다. 그림 3에서 a는 특성 임피던스 50 Ω에 해당하는 

선로 폭, b는 밑면 비접지 동판과 접지면이 높은 저항 

값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코플라나 선로 형태로 50 Ω 

특성 임피던스와 밑면 비접지 동판이 접지면과 낮은 저

항 값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출력 선로와 입

력 선로를 정합시키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특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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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던스를 동시에 만족하는 선로 폭, c는 전송 선로가 코

플라나 형태로 동작하는 경우에 전송 선로가 50 Ω 특성 

임피던스로 동작하게 하는 접지면과의 간격, d와 e는 

밑면 비접지 동판의 폭과 접지면과의 간격, l은 윗면 정

합 선로의 길이를 말한다. 윗면 정합 선로의 길이 l은 전

송 선로가 코플라나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특성 임

피던스가 50 Ω이므로 큰 의미가 없게 되나, 전송 선로

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최적의 

동작을 원하는 주파수의 λ/4 전기적 길이와 입력 정합 

특성(S11)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3. 제안된 전력 전송 또는 전력분배가 가능한 가변 전송 

선로 회로

Fig. 3 The circuit diagram of the proposed variable 
transmission line to be power transmission or power 
distribution 

2.2. 전력 전송 또는 전력 분배가 가능한 가변 전송 선로 

제작 및 동작 특성

그림 4는 제작된 전력 전송 또는 전력 분배가 가능한 

가변 전송 선로의 모습이다. 제작에 사용된 기판은 

Taconic사의 TLX-9(h=20 mil, er=2.5)로 중심 주파수 

1.0 GHz에서 제작하였다. 제작된 가변 전송 선로에서 

두 개의 출력 단자로 전력을 분배하는 전력 분배기로 

동작하는 경우 전력 분배 비율이 동일한 3-dB 전력 분

배기로 하였다. 제작된 회로에서는 다이오드를 이용하

여 외부 인가 전압에 의해 코플라나 선로와 마이크로스

트립 선로로의 자동적인 선로 변환 보다는 저항을 이용

하여 안정적으로 코플라나 선로 또는 마이크로스트립 

전송 선로로의 원하는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지 확인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이오드에 0.7 V 이상의 전

압이 인가되면 ON-상태가 되어 다이오드는 약 3 Ω 이

하의 저항 값을 일반적으로 갖고, 다이오드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 OFF-상태가 되어 다이오드는 약 

10,000 Ω 정도의 저항 값을 일반적으로 갖는다. 제작된 

가변 전송 선로 밑면에 위치한 비접지 동판의 양쪽 끝

에 10 Ω 이하의 저항 값을 접지면과 연결하면 저항 값

에 상관없이 비접지 동판은 접지된 상태로 동작하고, 
1,000 Ω 이상의 저항 값을 접지면과 연결하면 저항 값

에 관계없이 비접지 동판은 플로팅된 동판으로 동작함

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에서는 전송 선

로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밑면 

비접지 동판과 접지면 사이에 3 Ω 저항을 이용하여 연

결하였고, 코플라나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밑면 비

접지 동판과 접지면 사이에 10,000 Ω 저항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윗면 출력 전송선로에서는 케패시터 20 pF
을 이용하여 선로를 연결하였다. 다이오드를 통한 연결

과 저항과 케패시터의 연결을 통해 얻은 실험 결과는 

다이오드가 가지는 기생 성분의 저항, 인덕터, 케패시

터 값에 의해 동작 주파수와 성능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변 전송 선로의 동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a)

(b)

그림 4. 제작된 전력 전송 또는 전력분배가 가능한 가변 전송 

선로 모습 (크기: 55x20 mm2) (a) 앞면 (b) 뒷면

Fig. 4 The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variable trans- 
mission line to be power transmission or power distribution 
(size: 55x20 mm2) (a) The front face and (b) the revers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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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회로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폭과 길이, 코
플라나 선로의 폭과 접지면과의 간격은 ADS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기값을 설정하였다. 초기 설

정한 값은 이상적인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와 코플라나 

선로에 대한 값으로 밑면 비접지 동판이 존재하는 경우

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 설정된 초기값을 이용하여 CST 프로그램을 통해 

중간 임피던스 정합 선로가 원하는 임피던스 값을 가지

는 지 확인하였다. 

(a) 

  (b)

그림 5. 제작된 전력 전송 또는 전력분배가 가능한 가변 전송 

선로 동작 특성 (a) 전력 전송 상태에서의 전송 선로 동작 특

성(S11, S21) (b) 전력 분배 상태에서의 전송 선로 동작 특성

(S11, S21, S31)
Fig. 5 The operating characteristic of the fabricated 
variable transmission line to be power transmission or 
power distribution (a) The operating characteristic of 
power transmission(S11, S21) and (b) The operating 
characteristic of power distribution(S11, S21, S31)

간격(c)은 1.5 mm, 밑면의 비접지 동판의 폭(d)은 

0.65 mm, 비접지 동판과 접지면 사이의 간격(e)은 1.0 
mm, 이런 과정을 통해 계산된 제작 회로의 선로 폭과 

길이를 살펴보면 윗면 기판의 전송 선로의 폭(a)은 1.39 
mm, 중간 임피던스 변환 선로의 폭(b)은 2.7 mm, 임피

던스 변환 선로와 접지면 사이의 윗면 중간 임피던스 

변환 선로의 길이(l)은 23.5 mm이다. 중간 임피던스 변

환 선로의 길이(l) 23.5 mm은 코플라나 선로로 동작하

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AD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살펴보면 2.16 GHz 주파수에서 전기적 길이 λ/4 
값에 해당한다.

그림 5는 제작된 가변 전송 선로의 동작 특성이다. 실
험 결과는 Protek A333 network analyzer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그림 5 (a)는 밑면 비접지 동판과 접지면 사이

에 10,000 Ω 저항을 연결하여 가변 전송 선로가 코플라

나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에 제작된 회로에 입력한 신호

를 하나의 출력 단자로 전달할 때의 동작 특성이다. 제
작된 회로는 650 MHz 이상에서 전달 손실 특성(S21)과 

입력 정합 특성(S11)은 -0.3 dB 이내와 -15.0 dB 이하의 

값을 가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코플라나 선로로 중간 정

합 선로가 동작하는 경우 제작된 중간 정합 선로는 약 

1.17 GHz에서 최적의 정합 특성을 갖는다. 그림 5 (b)는 

밑면 비접지 동판과 접지면 사이에 3 Ω 저항을 연결하

여 가변 전송 선로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로 제작된 회로가 2-단자 전력분배기로 동작할 때

의 특성이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700 MHz 

이상에서 입력 정합 특성(S11)은 -10.0 dB 이하, 중간 정

합 선로와 같은 방향의 출력 단자로의 전달 손실 특성

(S21)은 -3.6 dB 이내, 중간 정합 선로와 직각 방향의 출

력 단자로의 전달 손실 특성(S31)은 -3.8 dB 이내, 두 개

의 출력 단자의 전달 손실 차(S21/S31)는 ±0.3 dB 이내의 

값을 가졌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중간 정합 선로가 

동작하는 경우 제작된 중간 정합 선로는 약 2.4 GHz에
서 λ/4 정합 선로로 동작함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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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초고주파 회로에서 하나의 전송 선로가 두 개의 특성 

임피던스를 갖게 되면 동작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회로

의 동작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

에 따라 두 개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는 가변 전송 선

로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입력 임피던스를 유지하면서 

전력 전송 또는 전력 분배를 하는 회로를 제안 및 제작

하였다. 제안된 가변 전송 선로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형태의 구조 밑면에 비접지 동판을 위치하여 조건에 따

라 비접지 동판을 접지면에 개방 연결 또는 단락 연결

하는 구조를 갖는다. 제안된 선로는 비접지 동판이 접

지면과 단락 형태의 연결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형태로 동작하고, 비접지 동판이 동판이 접지면과 

개방 형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전송 선로 옆면에 존재

하는 접지면에 의해 코플라나 선로 형태로 동작하게 된

다. 제작된 회로는 제안된 회로가 안정적인 입력 정합 

특성을 가지고, 전력 전송 선로 또는 전력 분배 회로로 

동작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작된 가변 선로를 이용한 전송 선로 

또는 전력 분배기 회로는 회로의 동작 가능성과 제안된 

가변 선로의 안정적인 동작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이

오드 또는 스위치 소자 대신에 저항 및 케패시터를 이용

하였다. 이는 제안된 회로가 원하는 안정적인 동작을 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동작 환경에서 다이오

드 또는 스위치 소자를 이용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이중 임피던스 가지는 가

변 전송 선로는 전력 분배비를 변화시키는 회로, 임피던

스 매칭을 조건에 따라 달리하는 회로, 다단자 분배회로

에서 임의의 선로가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임피던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로이

므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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