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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이동 단말기는 음성이나 간단한 텍스트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본연적 기능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인
터넷,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TV 등의 콘텐
츠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4G(Wibro, Wimax, LTE)와

두 단락 스터브를 갖는 이중 모드 링 공진기를 이용한

WLAN용 이중대역 대역통과 여파기의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a Dual-Band Bandpass Filter Using a Dual-Mode  
Ring Resonator with Two Short-Circuited Stubs for WLAN Application

최  병  창

Byung-Chang Choi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두 단락 스터브를 갖는 이중 모드 링 공진기를 이용하여 높은 신호 선택도를 가지는 이중대역 대역통

과 필터를 제안하였다. 링 공진기의 이중 모드 공진을 위하여 두 피드 라인을 커플링 커패시터를 통해 비직교 급전 각도
를 가지도록 연결하였다. 서로 다른 두 길이를 가지는 두 단락 스터브를 링 공진기의 두 대칭면에 위치시킴으로써 이중
대역을 지원하는 여파기를 설계할 수 있었다. 급전 각도 섭동을 준 링 공진기와 제안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는 대칭
구조이므로 Even/Odd 모드 해석을 통하여 산란계수와 전송 영점 주파수들을 도출할 수 있다. 제안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는 IEEE 802.11n 기준의 WLAN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가 잘 부합하였고, WLAN 응용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통신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high selective dual-band bandpass filter was proposed using a dual-mode ring resonator with two short-circuited 
stubs. For dual-mode resonance, the ring resonator is directly connected with non-orthogonal feed-lines via coupling capacitors. Two 
short-circuited stubs which are unequal lengths are simultaneously placed at two corners along the two symmetry plane of the ring 
resonator in order to obtain dual-band responses. Because the feeding angle perturbated ring resonator of the proposed dual-band band-
pass filter has the symmetrical structure, Even/Odd mode analysis can be well applied to extract the scattering parameters and trans-
mission zero frequencies. The proposed dual-band bandpass filter was designed and fabricated for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application of IEEE 802.11n standard. The measured results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simulation results, and it should be 
well applied not only for WLAN applications but also for any other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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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WCDMA)를 동시에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1].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할

당받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신기기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중대역을 지원하

는 고성능 소자들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무선통

신 시스템의 필수 부품인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개

발을 하는데 있다. 기존의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를 설
계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두 공진

기 또는 여파기를 합하는 방식[1]～[4]과 공진기의 종류 및

고유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5]～[9]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경우, 전체회로의 크기가 커진다는
치명적단점이있고, 두전달대역간의 격리를 위한추가
적인 소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높아지며, 많
은 삽입 손실을 가진다. 반면, 후자의 경우, 회로의 크기
를 소형화하는 관점에서는 이점을 가지지만, 낮은 삽입
손실, 높은 격리도 및 신호 선택도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
하고 있으며 제작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높은
성능의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

진기의 종류 및 구조 분석이 정성적, 정량적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
가파른 저지특성 및 낮은 삽입 손실을 가지는 여파기

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품질계수(Q-값)가 높은 공진기를
선택해야 하고, 제작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평면형 구조를
선택하는것이 현명하다[10]. 종래부터 이러한공진기에 이
중 모드(dual-mode) 특성을 부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오
고 있다[11]. 이중 모드 공진기는 통과대역 근처에 다수의
전송 영점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신호 선택도를 가지는
여파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헤어핀 공진기와 같은 개방형 루

프 구조보다 손실이 적고 품질계수가 높은 링 공진기에

이중 모드 특성을 부가하여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하였다. 이중 모드 공진 특성과 용량성 결합을 이용
하여 첫 번째 전달대역을 형성시킬 수 있었고, 대역통과
응답 특성을 갖는 링 공진기의 2차 하모닉 공진 주파수
(n=2)와 대칭면에 위치하는 두 단락 스터브에 의한 전송
영점(transmission zero point)을 이용하여 두 번째 전달대
역을 생성시켰다. 링 공진기와 제안한 필터는 대칭 구조

이므로 전송선 이론과 Even/Odd 모드 해석 방법을 이용
하여 이중 모드 공진 특성 및 전송 영점 주파수들을 도출

할 수 있다. 제안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시뮬레이
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마이크로스트립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Ⅱ. 이중 모드 링 공진기

링 공진기에서 이중 모드는 두 개의 축퇴 모드(dege-
nerate mode)의 동작에 의한 공진 주파수의 분리 현상을
의미한다[10]. 필터 설계 시 이중 모드 특성을 이용하는 이
유는 통과대역 양쪽에 위치하는 전송 영점 주파수에 의

해 높은 신호 선택도 또는 대역저지 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12]. 이러한 이중 모드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링
공진기의 대칭면에 스텝 임피던스(stepped impedance), 스
터브(stub), 노치(notch) 등과 같은 섭동 삽입 방법이나 비
직교 급전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11]. 전자의 경우, 대칭면
의 불연속 임피던스에 의해 필터의 삽입 손실이 크고, 대
역폭 조정에 대한 한계가 있다. 또한, 추가적인 섭동이 없
는 한 하나의 링 공진기를 이용하여 이중대역을 지원하

는 필터의 설계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은 적은 삽입 손실을 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그림 1. 비직교 급전각을 적용한 이중 모드 링 공진기

Fig. 1. Dual-mode ring resonator with non-orthogonal feed-
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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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모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비직교 급전 각도를 적용

한 링 공진기를 이용하여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를 제

안하였다. 급전 각도가 90°일 경우, 입력 신호는   전
송선과 의 전송선으로 흐르게 되고, 출력 포트에서
두 신호의 위상 차이가 180°가 되므로 링 공진기는 중심
주파수에서 대역저지 특성을 가진다. 이에 반해 급전 각
도가 90°가 아닌 경우는 중심 주파수에서의 한 감쇠극이
두 개로 나뉘게 되고, 그 사이의 2차 직렬 공진 모드에서
전달대역이 나타나게 되며, 급전 각도의 조정을 통해 대
역폭을 결정할 수 있다.
여파기를 설계하기 전에 급전 각도에 따른 이중 모드

링 공진기의 특성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의
비직교 급전 각도를 적용한 링 공진기는 대칭 구조이므

로, Even/Odd 모드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이중 모드 특성
을 도출할 수 있다[13]. Even 모드일 경우, 크기와 위상이
같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대칭면은 개방 상태가 되고, 
입력단에서 들여다 본 링 공진기는 개방 스터브의 병렬

연결된 구조가 된다. 이에 반해 Odd 모드일 경우, 크기는
같지만 위상이 반대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대칭면은

단락 상태가 된다.
이중 모드에 의한 분리된 두 감쇠극(전송 영점) 주파수

  및 는 전송선 이론으로부터 Even 모드 어드미턴
스와 Odd 모드 어드미턴스를 같게 두고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2) 
 

여기서 는 실효 유전율, c는 광속, 과 는 각각 전

기적 길이 과 에 해당되는 물리적 길이다.

식 (1), (2)에 의해 링 공진기의 급전 각도의 조정을 통
하여 원하는 전송 영점 주파수 및 대역폭을 얻을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Agilent 사의 ADS(Ad-
vanced Design System)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급전 각도
변화에 따른 링 공진기의 응답 특성을 살펴보았고, 아래
의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링 공

그림 2. 급전 각도의 변화에 따른 링 공진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

Fig. 2. Characteristics of the ring resonator under varied 
feeding angles.

 
진기가 90°의 급전 각도를 가질 경우 하나의 감쇠극, 즉
기본 공진 주파수만 나타나는 단일 모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반해 90°가 아닌 급전 각도를 가질 경우, 기본 공진
주파수가 분기(splitted)되면서 두 개의 감쇠극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기본 모드 공진 시 발생되는
감쇠극의 위치는 고정되며, 식 (1)과 (2)를 통해서도 정량
적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용량성결합에 의한 직렬 공진
이 일어나 두 감쇠극 사이에 전달대역이 확연히 생성되

고, 급전 각도의 조정을 통해 대역폭 조절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링 공진기의 각 모드에서의 필드 분포에 의해 이러한

이중 모드 공진은 홀수 모드에서만 발생하고, 짝수 모드
에서는 대역통과의 응답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11]. 따
라서 1차 공진 모드에서의 이중 모드 공진 특성 및 2차
공진 모드에서의 대역통과 응답 특성을 이용하고, 두 공
진 모드 사이에 격리대역(isolation band)을 생성시켜 준다
면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설계가 가능하다. 여기서, 
직렬 공진 모드에서의 전달 대역을 얻기 위해서는 입출

력 포트에 용량성 결합이 필요하다. 

Ⅲ.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설계 및 제작 

링 공진기가 두 공진 모드 사이에 격리대역을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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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the proposed dual-band BPF.
  
위해서는 추가의 전송 영점이 요구된다. 즉, 두 전달대역
에 영향 없이 원하는 위치에 전송 영점을 생성시켜 줌으

로써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응답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구조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링 공진기의 두 대칭면에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두 단

락 스터브를 각각 위치시켰다. 임의의주파수 fsz에서 

의 길이를 가지는 단락 스터브는 2fsz, 4fsz 및 그 하모닉 주
파수에서 전송 영점을 가지는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이

며, 이것을 그림 4에나타내었다. 이는 다음 식 (3)을 통해
서도 유추할 수있으며, 단락 스터브는 병렬 LC 공진기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t (3)

임의의 주파수 fsz를 첫 번째 전달대역 안의 주파수로

선택하여   단락 스터브를 적용할 경우 링 공진기의
대칭면이 RF 개방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전달대역
의 응답 특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 두 배

의 주파수 2fsz 지점에 성공적으로 RF 단락 지점, 즉 하나
의 전송 영점을 얻을 수있다. 이에따라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전달대역 사이에 격리대역이 형성되고, 링

그림 4. fsz에서   길이를 가지는 단락 스터브의 주파

수 응답 특성

Fig. 4. Frequency response of a short-circuited stub with 
  length at fsz.

그림 5.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제안 개념
Fig. 5. Proposal concept of the proposed dual-band BPF.

공진기는 이중대역 대역통과 응답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단락 스터브의 폭은 감쇠극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요소이

므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에서 격리도를 조정하는 파
라미터이다. 따라서 단락 스터브의   길이 및 폭은
설계 사양에 따라 원하는 대역폭 및 여타 다른 성능들을

만족하기 위한 값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1n 기준을 따르는 WLAN 시

스템에 적용 가능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두 전달대역의 중심 주파수를 각각
2.4 GHz와 5.0 GHz 대역으로 결정하여 설계하였고, 실제
사용되는 대역폭과 삽입 손실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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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였다. 설계할 중심 주파수를 고려하여 링 공진기의
기본 모드 공진 주파수가 2.75 GHz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링 공진기의 반경을 식 (4)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4)  
 

여기서 εeff는 관내 파장(guided wavelength)이다.
또한, 전달대역의 대역폭을 고려하여 이중 모드에 의

한 분리된 감쇠극이 2.20 GHz와 6.50 GHz 근방에 위치하
도록 급전 각도를 결정하였다. 이때, 기본 모드 공진 주파
수인 2.75 GHz 및 하모닉 공진 주파수들은 급전 각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다.
필터의 설계를 위해 Agilent사의 ADS 시뮬레이터와

Ansys사의 HFSS를 이용하였다. 링의 상위 대칭면에 위치
한 첫 번째 단락 스터브와 하위 대칭면에 위치한 두 번째

단락 스터브의 길이를 각각 1.9 GHz, 2.1 GHz에서의
로 선택함으로써 전송 영점이 각각 4.0 GHz와 8.0 
GHz 근방에 생성되도록 하였다. 두 단락 스터브에 의한
각각의 전송 영점이 서로 합쳐지면 보다 더 높은 격리도

와 넓은 격리대역을 가지는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단락 스터브의 폭은 생성되는
감쇠극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설계 사양 중 격리도

와 반사 손실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안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설계 변수들과 그

값을 표 1에 정리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 2에 정량
적으로 나타내었다.
제안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는 비유전율이 3.38, 유

전체 높이가 20 mil인 RO4003 기판상에 제작되었고, 다음
그림 6에 보였다. 대칭면에 위치하는 두 단락 스터브의
물리적 길이는 스터브를 링 공진기의 안쪽 면에 위치시

켜도 무방한 크기이므로, 각 선로 간의 커플링 현상을 고
려하여 링의 안쪽 면에 스터브를 위치시켜 제작하였다. 
제작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크기는 두 SMA 커넥
터를 배제하면 가로 30 mm, 세로 30 mm이다. 필터의 전
달 특성은 Anritsu사의 37397C 회로망 분석기로 측정하였
고, 그림 7에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측정
된 필터의 두 중심 주파수(비대역폭)는 각각 2.3 GHz(15.8 
%)와 4.9 GHz(25.7 %)로써 설계 사양과 약 100 MHz의 차

표 1.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설계 파라미터
Table 1. Design parameter of the dual-band BPF.

Design variables Values
r 10.6 mm

θf 67°
ls1 @1.9 GHz

ls2 @2.1 GHz

Zs(Ws) 58 Ω(0.9 mm)
Cc 1.2 pF

표 2.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시뮬레이션 결과
Table 2. Simulated results of the dual-band BPF.

Contents Specification Simulated result
Center frequency
(Fractional BW)

2.4 GHz(15 %)
5.0 GHz(20 %)

2.5 GHz(14.2 %)
5.0 GHz(26.2 %)

Isolation 15.0 dB 16.3 dB

Insertion loss
0.8 dB
0.8 dB

0.45 dB
0.28 dB

Return loss 20 dB
20 dB

22 dB
24 dB

그림 6. 제작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
Fig. 6. Fabricated dual-band BPF.

이를 보였다. 이는 프린징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므로 설계 변수의 값을 보정하면 된다. 그리고 두 SMA 
커넥터를 포함한 필터의 삽입 손실은 각각 0.74 dB, 0.56 
dB이며, 두 전달대역 간의 격리도는 2.7 GHz에서 4.1 
GHz까지 최소 15.6 dB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가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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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의 측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

Fig. 7. Measured and simulated results of the dual-band 
BPF.

이션 결과와 잘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설계 사양을 충분
히 만족시켰다.

Ⅳ. 결  론

이중 모드 링 공진기의 대칭면에 두 단락 스터브를 부

가하여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중 모드 공진을 얻는 많은 방법 중, 적은 삽입 손실을
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비직교 급전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중 모드 링 공진기는 대칭 구조이므로 그 전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Even/Odd 모드 해석을 하였다. 두
단락 스터브를 링의 두 대칭면에 위치시킴으로써 이중

모드 링 공진기의 응답 특성에는 영향 없이 전송 영점을

두 공진 모드 사이 및 상위 저지대역에 각각 하나씩 생성

시킬 수 있었다. 두 전달대역의 중심 주파수가 각각 2.5 
GHz와 5.0 GHz인 WLAN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이중대
역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설계 사양을 고
려하여 설계 변수인 링의 반경, 급전 각도, 두 단락 스터
브의 길이 및 폭을 결정하였다. 제작한 필터의 크기는 가
로 30 mm, 세로 30 mm이고, 측정된 필터의 전달 특성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이중대역 대역통과 필터는 기존의 다른 구조보다

더 쉽고 간단히 설계할 수 있으며, 낮은 삽입 손실, 높은

신호 선택도 및 격리도를 가지기 때문에, 향후 다른 통신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References

[1] J. Ryynanen, K. Kivekas, J. Jussila, A. Parssinen, and K. 
A. I. Halonen, "A dual-band RF front-end for WCDMA 
and GSM applications", IEEE Solid-State Circuits, 36, 
1198-1204, 2001.

[2] H. Miyake, S. Kitazawa, T. Ishizaki, T. Yamada, and Y. 
Nagatow, "A miniaturized monolithic dual band filter us-
ing ceramic lamination technique for dual mode portable 
telephones", IEEE MTT-S International Microwave Sym-
posium Digest, pp. 789-792, 1997.

[3] Jian-Xin Chen, Tsz Yin Yum, Jia-Lin Li, and Quan Xue, 
"Dual-mode dual-band bandpass filter using stacked-loop 
structure",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vol. 16, no. 9, pp. 502-504, Sep. 2006.

[4] E. E. Djoumessi, K. Wu, "Multilayer dual-mode dual- 
bandpass filter",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
nents Letters, vol. 19, no. 1, pp. 21-23, Jan. 2009.

[5] Chang-Sin Ye, Min-Kuin Su, Min-Hang Weng, and Ru- 
Yuan Yang, "Design of a high selectivity dual-band band-
pass filter with stepped impedance resonator", IEEE Pro-
ceedings of the 39th European Microwave Conference, 
pp. 311-313, 2009.

[6] Yu-Chi Chang, Chia-Hsiung Kao, Min-Hang Weng, and 
Ru-Yuan Yang, "Design of the compact dual-band band-
pass filter with high isolation for GPS/WLAN applica-
tions",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 Lett-
ers, vol. 19, no. 12, pp. 780-782, Dec. 2009.

[7] Atallah Balalem, Jan Machac, and Abbas Omar, "Dual- 
band bandpass filter by using square-loop dual-mode 
resonator", Microwave Optical Technology Letters, vol. 
50, no. 6, pp. 1567-1570, Jun. 2008.

[8] Tsung-Hui Huang, Han-Jan Chen, Chin-Sheng Chang, Lih- 
Shan Chen, Yeong-Her Wang, and Mau-Phon Houng, "A 
novel compact ring dual-mode filter with adjustable se-
cond-passband for dual-band applications", IEEE Micro-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6, no. 9, Sep. 2015.

820

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vol. 16, no. 6, 
pp. 360-362, Jun. 2006.

[9] Sha Luo, Lei Zhu, and Sheng Sun, "A dual-mode dual- 
band bandpass filter using a single ring resonator", IEEE 
Asia-Pacific Microwave Conference, pp. 921-924, 2009.

[10] M. Makimoto, S. Yamashita, Microwave Resonators and 
Filters for Wireless Communication, Springer.

[11] K. Chang, L. H. Hsieh, Microwave Ring Circuits and 
Related Structures, Wiley, New York, 2004.

[12] Arun Chandra Kundu, Ikuo Awai, "Control of attenua-

tion pole frequency of a dual-mode microstrip ring re-
sonator bandpass filter", IEEE Transactions on Micro-
wave Theory and Techniques, vol. 49, no. 6, pp. 1113- 
1117, Jun. 2001.

[13] Wu Seong Lee, Gi Moon Lee, Byung Chang Choi, Ha 
Chul Kim, and Hyun Chul Choi, "A band-stop RF 
switch using a dual-mode stepped-impedance microstrip 
ring resonator", IEEE Proceedings of the 40th European 
Microwave Conference, pp. 316-319, 2010.

최 병 창

2009년 2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
사)

2011년 2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2011년 3월～2014년 9월: (주)에이스테크
놀로지 통신기술연구소 연구원

2014년 10월～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원

[주 관심분야]RF Front-End System, 무선 원격 송수신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