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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에 기반을 둔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논 포스터 임피던스 매칭

NIC-Based Non-Foster Impedance Matching of a Resistively Loaded 
Vee Dipole Antenna

양 혜 민․김 강 욱*

Hyemin Yang․Kangwook Kim* 

요  약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를 이용한 전기적 소형 안테나의 논 포스터 임피던스 매칭 방법을 제안한다. 사용한 안테나

는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로써, 이 안테나는 급전점에서 매우 큰 입력 리액턴스를 가지기 때문에 반사손실이 매우 크
다. 급전점에 장착하는 논 포스터 매칭 회로는 두 단의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와 단 사이의 추가 커패시턴스로 이루

어진다.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는 연산 증폭기와 저항 소자를 사용하여 구현한다. 실제 사용하는 연산 증폭기의 유한

오픈 루프 이득을 고려한 임피던스를 분석하고, 설계에 적용하였다. 안테나 입력 임피던스를 포함한 전체 매칭 회로에

대해 안정성 검사를 수행하였고, 설계된 매칭 회로는 제작되어 실험으로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임피던스 매칭 후의 저

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를 측정한 결과, 제안한 논 포스터 매칭 회로가 효과적으로 안테나의 입력 리액턴
스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Negative impedance converter(NIC)-based non-Foster impedance matching is proposed for an electrically small antenna. The antenna 
considered in this work is a resistively loaded vee dipole(RVD) antenna, which has considerable reflection at the feed point because 
of its large negative input reactance. The non-Foster matching circuit built near the feed point consists of two-stage NIC circuit and 
a capacitor connected between the stages. The NIC is realized by using operational amplifiers(op-amps) and resistors. The circuit is 
designed by considering of the input impedance according to the finite open-loop gain of the practical NICs. The stability test of the 
impedance-matched RVD antenna is performed. The non- Foster matching circuit is implemented with the RVD antenna. The mea- 
sured impedance demonstrates that the proposed non-Foster matching circuit effectively reduces the input reactance of the RVD an- 
tenna.

Key words: Non-Foster Impedance Matching, Negative Impedance Converter, Resistively Loaded Vee Dipole Antenna, Impedanc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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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기적으로 소형인 다이폴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급전

하기 위한 매칭 기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소
형 다이폴은 입력단에서 작은 커패시터처럼 보여 광대역

매칭이 매우 까다롭다[1].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소형인 다이폴 안테나의 매칭 네트워크로 임피던스 변환

기(negative impedance converter)를 사용한 논 포스터(non- 
Foster) 임피던스 매칭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부하
임피던스의 부호를 변환시키는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

기는 회로의 부하 소자에 따라 네거티브 인덕턴스, 네거
티브 커패시턴스 등 주파수에 대한 네거티브 경사를 갖

는 임피던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네거티브 경사를 갖
는 임피던스를 논 포스터 임피던스라 부른다[2],[3]. 그림 1
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기적으로 소형인 안테나의 커패

시턴스 성분에 의한 입력 리액턴스는 이러한 논 포스터

임피던스에 의해 효과적으로 광대역에서 매칭시킬 수 있

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 매칭기법을 논 포스터 임피던
스 매칭(non-Foster impedance matching)이라 하는데, 커패
시티브 소형 안테나의 매칭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많

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으로 소형인 안테나로 동작하는

커패시티브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네거티브 임

피던스 변환기 기반의 논 포스터 매칭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는 연산

증폭기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
로와 비교한 경우,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네거티브 임피
던스 변환기는 동작 주파수의 제한과 증폭기의 이상적이

지 않은 성분에 의한 영향이 있으나, 회로 구조가 단순하
여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회로 튜닝에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이지 않은 증폭기의 영향
을 고려하여 연산 증폭기 사용 기반의 네거티브 임피던

스 변환기를 사용한 논 포스터 매칭을 수행하였다. 
초광대역에서 동작하는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전

기적으로 소형인 안테나 특성은 매우 큰 네거티브 리액

턴스를 갖기 때문에 저주파 대역에서 반사손실이 매우

크다[4]. 논 포스터 매칭 회로를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
에 적용하여 실용적인 안테나에 대한 매칭을 수행하고, 

(a)           

(b) 

그림 1. (a) 전형적인 매칭 방법과 (b) 논 포스터 매칭 방
법을 이용한 커패시티브 리액턴스의 매칭 동작

원리

Fig. 1. Matching operating mechanism of a capacitive reac-
tance using (a) a conventional matching method and 
(b) a non-Foster matching method.

측정을 통해 저주파에서의 광대역 매칭 성능을 보았다. 

Ⅱ. 논 포스터 매칭 구조

네거티브 변환기는 증폭기의 큰 입력 임피던스와 높은

이득 특성을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림 2는 연산증폭기와 두 개의 저항, 그리고 부하 소자로
구성된 기본적인 네거티브 변환기를 보인다. 부하 임피던
스 소자와 연산 증폭기의 반전, 비반전 입력에 대해 4종
류의 구조로 구현될 수 있다. 안테나 임피던스는 저항과
커패시턴스의 직렬연결로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2(c)와 (d)의 구조를 가진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를 선
택하여 설계한다.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의 동

작 원리는 그림 3(a)에 보여진다. 부하 임피던스 의 첫

번째 단에서의 입력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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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종류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의 입력 임피던스
Table 1. Input impedance for the four types of negative impedance converters. 

종류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

비반전 입력 증폭기 반전 입력 증폭기 비반전 입력 증폭기 반전 입력 증폭기

그림 2

(a) (b) (c) (d)

  
 









 
 









 
 









 
 





 





 
  

 
 



 
  

 
 





 
 










 



(1)
  
따라서 입력 임피던스는 네거티브 부하 임피던스에 크

기는 과 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을 부하

임피던스로 두고 두 번째 단의 네거티브 변환기를 거치

면, 입력 임피던스는 다시 포지티브 값을 가지고 그 크기
는 과 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즉, 홀수단의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로 네거티브

입력 임피던스를, 짝수단의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로
포지티브 입력 임피던스를 얻을 수 있다[5].
그림 3(b)는 부하 임피던스가  

인 논 포스터 매칭 회로를 보인다. 부하 임피던스의 커패
시턴스에 의한 큰 리액턴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두 단 사

이에 커패시터 을 직렬로 연결한다. 따라서 첫 번째

단의 입력 임피던스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3)
  

직렬로 연결된 커패시터 을 조절하면 입력 임피던

스 
′ 는 식 (1)과 같은 결과를 내고, 순수한 저항성

분만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의 네거티브 변환
기를 거쳐 다시 포지티브 입력 임피던스를 얻는다. 소자
, , , 의 값을 이용하면 매칭 후의 입력 임피

던스를 급전점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값으로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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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

그림 2에서 보이는 4종류의 입력 임피던스는 모두 식
(1)과 같은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것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무한대 오픈 루프 이득 특성을 가정했을 때 얻

을수 있는논포스터임피던스 값이다. 실제사용되는연
산 증폭기는 오픈 루프 이득이 주파수에 의해 크기가 줄

어드는 값을 가진다. 표 1에서 4종류의 네거티브 임피던
스 변환기의 유한 오픈 루프 이득()을 고려한 입력 임
피던스 값을 나타낸다. 오픈 루프 이득을 아래식과 같이
단일 폴에 의한 함수로 가정하고

  








(4)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의 부하가 단일 커패시턴스

  (a)

(b) 

그림 3. 논 포스터 매칭 회로 (a) 2단 임피던스 변환기, 
(b) 커패시턴스를 상쇄시키는 2단 임피던스 변환기

Fig. 3. Non-Foster matching circuit (a) two-stage impedance 
converter circuit (b) two-stage impedance converter 
circuit for elimination of capacitance.

를가진다고할 때, 유한오픈 루프 이득을갖는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의 입력 임피던스를 다시 계산한다[6]. 결
과적으로 식 (1)과 같은 원하는 논 포스터 리액턴스 결과
값을 얻으려면 추가 가정인  ≫, ≫, 
≫와

  




≪≪





(5)
  

의 조건이 요구된다. 즉, 논 포스터 리액턴스를 얻기 위해
서는 부하 커패시턴스의 제약이 주어지며, 이는 높은 이
득-대역폭 곱의 값이 큰 연산증폭기를 선택함으로써 그
사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추가로 커패시턴스의 부하의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

기의 유한 오픈 루프 이득에 의한 입력 임피던스는 네거

티브 레지스턴스 성분을 추가로 생성한다. 4종류의 네거
티브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근사화된 입력 레지스턴스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즉, 부하 임피던스가 순수한 리액턴
스 값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연산 증폭기의 유한 오픈 루
프 이득에 의해 입력 임피던스가 입력 레지스턴스 성분

을 만들어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값은 그림 2(a)와 (b) 
그리고그림 2(c)와 (d) 각 쌍의 같은값을갖고부하가 반
대를가짐을볼 수있다. 따라서매칭 후변환된포지티브
입력 임피던스를 급전점의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값으로 조절할 때 이 연산 증폭기의 유한 오픈 루프 이득

에 의한 입력 레지스턴스 영향을 역시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Ⅳ.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테나는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
로써 이 안테나는 초광대역에서 동작하고 낮은 RCS를 가
지며, 배열화에 적합하여 초광대역 레이더에 주로 응용되
기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급전점에서의 반
사 손실의 문제가 있어 임피던스 매칭이 필요하다. 기존
에 연구된 매칭 기법은 주로 수동 소자를 이용하여 초광

대역 매칭이 가능하였으나, 전기적 소형 안테나로 동작하
는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광대역 매칭에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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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의 저항 값에 따른 안정도
Table 2. Stability according to resistances of the negative impedance converter. 

 kΩ kΩ Ω Ω kΩ Ω Ω
 kΩ kΩ kΩ kΩ Ω Ω Ω
 2 1 0.55 0.3 1.82 1 0.55

안정도 안정 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불안정

 Ω Ω Ω Ω Ω Ω Ω
 Ω Ω Ω Ω Ω Ω Ω
 2 1 0.52 0.28 1.92 1 0.54

안정도 안정 안정 불안정 불안정 안정 안정 안정

다.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는 V 형태의 다이폴 암에 저
항이 장하된 구조를 가지는데, 이 장하 저항 값은 Wu- 
King 로딩 프로파일에 의해 결정되고, 이 구조에 의해 안
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는 매우 큰 네거티브 리액턴스를

갖는다. 
그림 4(a)는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설계 구조를 보

여준다. Wu-King 프로파일에 의해 결정되는 장하 저항식
은 아래와 같이 연속식으로 나타난다.

  

 ′′


(6)
  

여기서  Ω은 급전점에서의 단위 길이당 저
항,    cm는 암의 전체 길이, ′은 급전점으로부터
의 암의 거리를 나타낸다[4].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암은 0.4 mm FR-4 기판에 3 mm 폭으로 제작되었다. 로딩
프로파일은 각 암에 10개의 칩 저항으로 장하하였다. 설
계된 안테나는 모멘트법(method of moment) 시뮬레이션
을 통해 안테나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4(b)는 50 MHz
에서 확인한 안테나의 E plane, H plane 복사패턴 시뮬레
이션 결과로 20 dB 스케일로 정규화한 그림을 보인다. 저
주파 대역에서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는 전기적으로 매
우 짧은 다이폴이 되어 다이폴 안테나의 방사 패턴을 가

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안테나
입력 임피던스 특성으로는 매우 큰 리액턴스 값을 가지

며,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그 크기가 더욱 커진다[7]. 

(a)

(b)

그림 4.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a) 설계 구조와 (b) 
방사 패턴

Fig. 4. (a) Design structure and (b) radiation pattern of the 
RV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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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안테나 매칭 설계 및 제작

매칭회로의 소자의 , , ,  값 결정은 네거

티브 임피던스 변환기의 동작 주파수 대역폭과 회로의

안정성(stability)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특히 네거티브 임
피던스 변환기는 회로내의 루프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발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칭 회로의 안정성 검증은
논 포스터 임피던스 매칭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회로의
안정성은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검증하였다. 주파
수 영역 검증은 회로의 루프 이득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8]～[10]. 연산 증폭기의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회로의 포지
티브 루프에서 루프 이득의 절대크기가 1과 위상이 0도
가되지 않도록 설계하는조건에의해수행할수 있다. 시
간 영역의 안정성 검증은 과도 응답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할수 있다[11]. 입력으로 펄스 신호를 주고, 부하 임피
던스인 안테나 임피던스에서 응답을 확인하여 안정성을

확인한다. 표 2에서 PSpice를 사용한 과도응답 시뮬레이
션의 안정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
기의 , , , 의 값과 비율에 대해서 네트워크의

안정도가 결정된다. 광대역 매칭은 회로의 소자값을

 과  을 맞추면 매칭이 유용하다. 

하지만 표 2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저항의 비율에 대하여
회로의 대역폭과 안정성은 등가교환(trade-off) 관계를 가
지기 때문에, 너무 작은 비율은 회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값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Ω,  kΩ,  Ω,  Ω
을 사용하였고, 커패시터 은 저항소자 값에 의존하여

 로 결정하여 논 포스터 매칭 회로를 구

현하였다. 그림 5는 설계된 논 포스터 매칭 회로의 시간
영역에서의 안전성 검증 결과를 보인다. 입력 펄스(so-
urce)에 대하여 발진 없이 안테나 임피던스에서 출력 펄
스(antenna)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논 포스터 매칭회로는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급전

부분에 설계되었다. 다이폴 안테나가 급전점에서 대칭구
조를 가지기 때문에 매칭회로 역시 대칭을 이루도록 안

테나의 각 암에 대하여 각각 설계하여 구현하였다.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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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임펄스 입력에 대한 논 포스터 매칭 회로의 시

간 영역 안전성 검증

Fig. 5. Time-domain stability analysis of the non-Foster 
matching circuit using impulse input.

그림 6. 논 포스터 매칭된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임
피던스 측정

Fig. 6. Impedance measurement of the non-Foster matched 
RVD antenna.

 

구조를 가지는 매칭 회로의 급전을 위하여 저주파용 발

룬(TDK ATB series balun)을 장착하였다[12]. 네거티브 임
피던스 변환기에 사용된 연산 증폭기는 Texas Instrument 
사의 THS4304이다[13]. 연산 증폭기는 ± V DC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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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가하여 동작시켰다. 그림 6은 제작된 논 포스터 매
칭된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임피던스 측정 사진을
보인다. 

Ⅵ. 안테나 매칭 측정 

그림 7은 측정된 안테나의 커패시턴스(점선)와 첫번째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를 통하여 얻어진 커패시턴스

(실선)를 보인다. 안테나의 커패시턴스는 약 1.5 pF이고, 
첫 번째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에 의해서 변환기의

입력 네거티브 커패시턴스 값은 약 —3 pF의 근처 값을
갖는다. 연산 증폭기의 이상적이지 않은 요소와 기생 성
분들에 의해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 값이 다소 변화하였

다[14]. 
그림 8(a)와 (b)의 점선은 제작된 저항성 V 다이폴안테

나의 입력 임피던스의 측정값을 나타낸다. 저주파 대역에
서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레지스턴스는 약 200～300
Ω,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수천옴을 가지고 주파수에 대한
변화의 폭도 수천옴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a)
와 (b)의 실선은 논 포스터 매칭된 저항성 V 다이폴 안테
나의 측정 임피던스를 보인다. 논 포스터 임피던스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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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측정된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입력 커패시

턴스와 첫 번째 네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를 거

친 후의 입력 커패시턴스

Fig. 7. Measured capacitance of the RVD antenna and the 
input capacitance of the first stage NIC with the 
RVD antenna as a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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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와 논 포스터 매칭된 안
테나의 측정된 입력 (a) 레지스턴스와 (b) 리액턴스

Fig. 8. (a) Measured input resistance and (b) reactance of 
the RVD antenna and the non-Foster matched RVD 
antenna.

 
결과, 안테나의 레지스턴스는 매칭 전 안테나의 레지스턴
스 값과 비슷한 값을 가지나, 리액턴스 크기는 광대역에
서 상당히 많이 줄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8(a)와 (b)의
점-실선으로 나타낸 임피던스는 논 포스터 매칭된 저항
성 V 다이폴 안테나의 PSpice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인다. 
매칭회로 사용 후의 성능 검증은 보이나 시뮬레이션 오

차로 인해 값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림 9는 측정된 반사계수를 나타낸다. Ω 임피던

스를 갖는 발룬을 사용하였으므로 반사계수는 측정한 안

테나임피던스와 Ω 특성임피던스의계산으로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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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와 논 포스터 매칭된 안
테나의 반사계수

Fig. 9. Reflection coefficient of the RVD antenna and that 
of the non-Foster matched RVD antenna.

 
매칭 전의 반사계수(점선)와 매칭 후의 반사계수(실선)을
비교해 본 결과, 제안한논-포스터 매칭 회로를 포함한 안
테나의 반사계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Ⅶ. 결  론

전기적으로 소형인 안테나의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네

거티브 임피던스 변환기 기반의 논 포스터 매칭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매칭 회로는 안테나의 큰 리액턴스를
저주파대역에서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네거
티브 임피던스 변환기의 부하 임피던스를 저항성 V 다이
폴 안테나 입력 임피던스로 두어 매칭회로를 설계하였다. 
유한 루프 이득을 갖는 연산 증폭기의 이상적이지 않은

특징을 분석하여 임피던스 매칭을 수행하였다. 매칭회로
는 루프 이득과 과도응답 해석을 통하여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서 회로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설계된 매칭회
로는 저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급전점에 장착하였고, 
대칭구조의 회로로 제작되어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저
항성 V 다이폴 안테나의 입력 레지스턴스는 거의 변함이
없고, 리액턴스는 크게 줄어들어 제안한 논 포스터 매칭
기법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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