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2015 Nov.; 26(11), 960∼965.

http://dx.doi.org/10.5515/KJKIEES.2015.26.11.960
ISSN 1226-3133 (Print)․ISSN 2288-226X (Online)

960

Ⅰ. 서  론      

최근 정확하고 신속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하고 있고,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뿐 아니라, 소형화된 회로를 필요로하고 있다. 게다가 우
리나라는 TV방송을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생긴 700 MHz 대역 주파수의 용도를 HDTV  
방송용 또는 이동통신용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이 대역

에 관한 다양한 부품 및 시스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

다[4].
마이크로파 및 RF 대역에서 신호를 분배하거나, 결합

하기 위해 결합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결합선로 결합
기, 브랜치 라인 결합기, 링 하이브리드 결합기, Lange 결
합기 등 여러 결합기 중 소량의 신호를 추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결합선로 방식의 방향성 결합기를

주로 사용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합선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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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공전송선로 중 LUC(Low-pass filter Unit Cell) 구조를 이용한 결합선로 방향성 결합기를 제안한다. 
일반적인 결합선로 결합기는 λ/4 길이의 전송 선로를 사용하므로 소형화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제안한 결합기는 90°보
다 아주 작은 두 결합선로 사이에 위상 지연선로를 삽입하여 전체적으로 90°보다 작게 결합기를 구현했고, 일반적인
전송선로의 특성을 특정 주파수 내에서 만족하는 인공전송선로를 이용하여 결합기에 위상 지연선로를 구성함으로써 물

리적 크기를 감소시켰다. 중심주파수 700 MHz에서 —10 dB의 결합량 특성을 갖는 방향성 결합기를 설계 및 제작, 측정
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기존 결합기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반면, 제작한 결합기의 결합선로는 기존 결합기의 약 45 
% 크기를 가지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coupled line directional coupler using an LUC(Low-pass filter Unit Cell) of artificial transmission line is presented. 
The conventional coupled line coupler is limited in length by the λ/4 transmission line while the proposed coupling structure is im-
plemented smaller than 90° by inserting the phase delay line between two coupled line, reduced in physical size by configuring a phase 
delay line with an LUC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a typical transmission line in a particular frequency. A coupler having —10 dB 
coupling factor at the center frequency of 700 MHz is designed, fabricated. The measured result agrees well with that of conventional 
one. The length of the fabricated coupled line coupler has about 45 % in length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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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주 신호 대비 적은 결합량으로 주 신호를 방해하지

않고, 결합기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방향성 결합기는 도
파관, 동축선, 스트립 선로,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
하여 설계할 수 있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는 다른 소자
를 쉽게 집적시킬 수 있고, 제작이 간편하므로 많이 이용
되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에서 방향성 결합기는 평
행한 결합 선로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일반적인 평행 결
합 선로는 결합량에 따라 기수모드(odd mode)와 우수모
드(even mode)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기수모드의 특
성 임피던스와 우수모드의 특성 임피던스의 비율로 그

결합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향성 결합기는 4
단자 수동회로이며, 두 개의 평행한 선로를 이용한 평행
선로 결합기와 두 개의 평행한 직렬선로를 사각형 모양

으로 연결한 선로로 구성된 브랜치 라인 결합기가 있다. 
평행선로 방향성 결합기는 두 개의 λ/4 길이의 전송선로
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두 개의 출력 신호 사이에는 위상
차가 90도이다[1]. 
무선통신 시스템의 발달로 마이크로파 회로 소자의 소

형화 및 집적도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인공전송

선로를 이용한 회로의 소형화를 위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전송선로란 다양한 구조로 구현되어질 수 있지
만, 일반적인 전송선로가 가지는 전기적 길이와 특성 임
피던스를 만족하는 선로들을 말한다. 임의의 형태로 인공
전송선로를 구현해 마이크로파 회로 소자를 설계할 경우, 
소자의크기를소형화 시킬 수있고, 여러 가지 구조로소
자를 합성 구현할 수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인공전송선로 중 LUC 구조[5],[6]를 이용

한 두 개의 위상 지연선로와 두 개의 결합선로를 이용해

결합기를 설계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결합선로 길이의
감소를 시도한다.

Ⅱ. 본  론

일반적으로 방향성 결합기는 그림 1과 같이 입력단자, 
전송단자, 결합단자, 격리단자로 표현한다. 방향성 결합
기 중 결합선로 방향성 결합기는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결합선로는 중심주파수에서 일반적으로 90°의 전
기적 길이를 가진다. 식 (1)～(4)[1]에서 보듯이, 결합량은

그림 1. 방향성 결합기
Fig. 1. Directional coupler.
 
우수 모드 임피던스와 기수 모드 임피던스의 차이에 비

례하고, 결합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우수 모드 임피던스
와 기수 모드 임피던스의 기하평균으로 나타난다. 기본적
으로 격리도는 만족된다. 무손실 조건에서 출력 전력의
합은 입력 전력과 같다. 결합량이 작을 때(C≤—10 dB 또
는 C<<1) 식 (2)의 세 번째 항처럼 나타낼 수 있다.

  

 



(1)
    

  tan
 tan ≃sin (2)

  

  cossin 
 ≃ (3)

  

  (4)
  

여기서 는 결합계수, 는 결합량, 는 결합선로의
전기적 길이,는 전송량, 와 는 결합선로의 우
수모드와 기수모드의 임피던스를 각각 나타낸다. 위 식들
은 임의의 전기적 길이에서도 성립한다.
위 내용을바탕으로그림 3과같이다단 결합기를 설계

할 수 있다. 전기적 길이와 우수모드, 기수모드의 임피던
스를 각각 갖는 결합선로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단
결합기 또한, 각 단이 임의의 전기적 길이를 갖는 경우에

그림 2. 결합선로 결합기
Fig. 2. Coupled line 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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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단 결합선로 결합기
Fig. 3. Multi-section coupled line coupler.

 
도 성립한다. 결합량이 작을 때(C≤—10 dB 또는 C<<1) 
식 (5)～(6)[1]은 성립하고, 무손실 조건에서 식 (6)은 성립
한다.

  

 sin  
sin  

 ⋯ sin   (5)
 

 (6)
  
이와 같은 결합선로 이론을 바탕으로 소형화된 결합선

로 결합기를 설계하기 위해먼저특성임피던스 ZA와 전기

적 길이 θA를 갖는 인공전송선로를 설계한다.
인공전송선로의 설계법은 다음과 같다. 커패시터와 인

덕터를 이용한 표준적인 설계법으로 설계한 쳬비셰프 저

역통과필터로, 차단주파수 2 GHz, 리플 0.5 dB의 3단 저
역통과 필터를 설계한 후, 정확한 LUC 설계법[5]을 이용

해 이 저역통과 필터를 그림 4와 같이 개방 스터브가 추
가된 평행 결합선로로 등가화 시켰다. 그림 5는 인공 전
송선로와 일반 전송선로의 S-파라미터를 나타냈다. 동작
주파수에서 인공 전송선로와 일반 전송선로는 똑같은 S-

그림 4. 인공 전송선로
Fig. 4. Artificial transmission line(ATL).

그림 5. 인공 전송선로와 일반 전송선로의 S-파라미터 모
의실험

Fig. 5. S-parameter for artificial transmission line and trans-
mission line simulation.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심주파수에서 이 두
선로는 전기적으로 같은 선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선로의 S-파라미터 값이 다른 주파수에서는 전기적으로
같은 선로라고 볼 수 없다. 표 1은 모의실험에 사용된 인
공전송선로의 파라미터 값이다.
그림 4의 인공 전송선로 양단에 짧은 전송선로를 추가

하여 3단 전송 선로로 만든 후, 이 3단 전송선로 두 개를
이용해 결합기를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90°보다 아
주 작은 길이의 두 결합선로 사이에 위상 지연선로를 추

가한 것으로 그림 6과 같이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6은
전기적 길이와 우수모드, 기수모드 임피던스를 각각 갖는
3개의 결합선로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문헌 [1]의 다단
결합기이론에따라 해석할 수있다. 결합기의두 번째단
은 인공 전송선로를 등가화 한 것이므로 결합선로가 아

닌 일반적인 전송선로 두 개로 나타낼 수 있고, 결합량은
없으므로 특성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 있다. 대칭적인 구
조로첫 번째단과 세번째 단의전기적길이와 우수모드, 
기수모드 임피던스는 같다. 두 번째 단의 결합량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합기의 전기적 길이(2θ1+θ2)가 90°
보다작게 되기 때문에크기를줄일수 있다. 그리고인공
전송 선로를 사용함으로 θ2(인공 전송선로)의 물리적 길
이를줄였다. 그러므로전체결합기의크기를줄일수있다.
식 (2)를 바탕으로 다단 결합의 결합량이 작을 때(C≤

—10 dB 또는 C<<1) 각 단의 전기적 길이와 결합계수를
고려한 다단 결합기의 결합량와 전송량은 식 (7)～(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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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위상 지연선로를 추가한 결합기
Fig. 6. Coupler with phase delay line.
 
나타낼 수 있다. 

  

 sin
 sin 

sin     (7)
    

 (8)
 

여기서 C1은 첫 번째 단의 결합량, C2는 두 번째 단의 결

합량, C3는 세번째 단의 결합량, θ1은 첫 번째단의 전기

적 길이, θ2는 두 번째 단의 전기적 길이, θ3는 세 번째

단의 전기적 길이를 나타낸다.
결합기가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의 결합량와 전기적 길이는 동일하고,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단의 결합량는 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식 (7)를 식 (9)와 같이 간략화 할 수 있다.

  

sinsin (9)
  




coscos   (10)

  
여기서 kθ는 두 번째 단의 결합선로의 전기적 길이를 나
타낸다. 결합량이 최대가 되는 중심주파수에서 식 (10)이
성립한다. 

θ1 θ2 Z0e1 Z0o1 ZA

25.0° 23.0° 92.8 ohm 27 ohm 49.7 ohm

표 1. 위상 지연선로를 추가한 결합기 모의실험에 사용

된 파라미터 값

Table 1. Parameter used in coupler with phase delay line 
simulation.

그림 7. 인공 전송선로를 이용한 결합기
Fig. 7. Coupler with artificial transmission line.
 

제안한 결합기는 인공전송선로를 이용한 결합선로 방

향성 결합기로 큰 결합량보다 작은 결합량에 적합한 구

조이지만, 제안한 구조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결합량
인 —10 dB 결합량을 선택하여 설계 방법과 다단 결합기
의 이론을 바탕으로 결합기를 시험 제작하였다. 제작에
사용된 파라미터 값들은 좋은 특성을 얻기 위해 약간 조

절하였다. 제작에는 유전율 4.4, 기판 두께 1.524 mm, 손
실탄젠트 0.025를 갖는 FR4 기판을 사용하였고, 모의실험
에는 Agilent 社의 ADSTM을 이용하였고, 측정에는 Agilent 
社의 8753D와 N9912A를 사용하였다.
모의실험 S-파라미터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10 dB

의 결합량을 볼 수 있다. 그림 9는 두 출력 단자 간의 위
상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0은 일반적인 결합선로
결합기와 제안한 구조의 인공 전송선로를 이용한 결합기

의 제작된 견본품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9의 제

그림 8. 모의실험 S-파라미터
Fig. 8. Simulation S-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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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d line Coupled line 
of ATL

Open stub 
of ATL

폭 [mm] 1.0 2.4 7.4
길이 [mm] 13.3 4.3 4.2
간격 [mm] 0.1 0.2 -

표 2. 제안한 결합기 제작에 사용된 파라미터 값

Table 2. Parameter used in proposed coupler fabrication.

그림 9. 모의실험 두 출력 단자의 위상 차이

Fig. 9. Simulation phase difference.
 

그림 10. 일반적인 결합 선로 결합기와 인공전송 선로를

이용한 결합기

Fig. 10. Conventional coupled line coupler and coupler us-
ing artificial transmission line.

 
안한 구조의 견본품은 라인 커넥터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작된 결합기는 중심주파

수 700 MHz에서 —10.68 dB의 결합량을 나타냈고, 10 %

그림 11. 모의실험 및 측정된 S-파라미터
Fig. 11. Simulated and measured S-parameter.

 

그림 12. 측정된 출력 단자 간 위상차
Fig. 12. Measured output phase difference.
 
의 대역폭 내(630～770 MHz)에서 약 ±0.5 dB의 결합량
변화를 보였다. 또한, 10 %의 대역폭 내에서 —28 dB보다
작은 반사손실과 —18 dB보다 작은 격리도가 나타났으
며, 모의실험과 측정치는 그림 10과 같이 유사함을 보였
다. 그림 12는 두출력단자 간의위상차를 나타낸그래프
이며, 중심주파수와 대역폭 40 % 내(560～840 MHz)에서
약 89.7±1°의 위상차 특성을 나타냈다.
그림 13은 기존의 결합선로 결합기와 제안한 결합기의

S-파라미터를 나타내었다. 제안한 구조의 삽입손실과 결
합량은 기존의 결합기와 유사하지만, 반사손실과 격리도
는 기존의 결합기보다 우수하지 못한 특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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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측정된 기존 결합선로 결합기와 제안한 결합기
의 S-파라미터

Fig. 13. S-parameter for measured conventional coupler and 
proposed coupler.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인공 전송선로를 이용해 방향

성 결합기를 제안하였고, —10 dB의 결합량을 갖는 결합
기를 설계 및 제작하여 일반적인 λ/4 결합기와 비교하
였다.
기존의 결합기는 90°의 결합선로를 사용함에 있어 소

형화에 한계가 있지만, 제작된 결합기는 90°보다 아주 작
은 두 결합선로 사이에 위상 지연선로를 삽입함으로써

결합기의 길이(2θ1+θ2)가 90°보다 작을 때 최대의 결합
량을 가지게 되고, 위상 지연선로는 인공 전송선로를 이
용하여 결합기의 물리적 크기를 약 55 % 줄였다. 제안된

설계법은 주파수가 낮은 대역에서 결합량이 적은 결합기

를 다양하게 만드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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