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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여파기의 경우, 소형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

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지국용 여파기의 소형화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상대 유전율을 가지는 유전체를 이

용하거나[1],[2], 이중모드 또는 다중모드를 가지는 공진기
를 이용하여 여파기를 설계할 수 있다[3],[4].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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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변형된 동축 공동 공진기를 제안하고, 대역통과 여파기를 설계한다. 제안된 공진기는 하나의
캐비티 내부에 Γ-형 또는 곡선형의 4개의 접지된 도체 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동축 공동 공진기 여파기와 달리
도체 벽이 없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개선되어 품질계수가 약 15 % 이상 향상되며, 동일한 품질계수 대비 35 % 이상의
크기 소형화가 가능하다. 또한, 인접하지 않은 공진기와 입출력 교차결합을 통해 4개의 조절 가능한 전송영점이 생성되
어 차단대역의 감쇄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된 여파기와 설계법은 모의실험과 제작 및 측정을 통해 검증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ovel modified coaxial cavity resonator and its application to bandpass filters with compact size and improved 
quality factor(Q-factor). The proposed resonator is made up of Γ-shape or curved four inner conductive posts within a single cavity, 
which provides quadruplet to realize bandpass filter. No metallic walls inside the cavity are required, and thus the utilization efficiency 
of the cavity space is improved. As a result, the unloaded Q can be approximately 15 % higher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coaxial resonator, or more than 35 % volume saving can be achieved while maintaining the similar Q-factor value with the conventional 
designs. In addition, due to the multiple cross-coupling occurring within the cavity, including the source-to-load coupling, four flexible 
transmission zeros can be created to realize different filtering functions. Simulations as well as experimental results of four- and 
eight-pole filters are presented to validate this attractive design concept. Good agreement between measured and computed results i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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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은 도파관을 이용한 적용사례들이 대부분이며, 높
은 품질계수(Q-factor)와 높은 전력사용이 가능하다는 장
점을가지지만, 제작비용이비싸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무선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여파기에 가장 많이 적용

되어온 기술은 동축 공동 공진기(coaxial cavity resonator)
를 이용한 콤라인(combline) 구조의 여파기이다. 비교적
소형화된 크기, 용이한 설계법, 낮은 제작비용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계수를 가지기 때문에, 
1980년대이후부터많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5]～[11]. 관
련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합계수(coupling coefficient) 및 토
폴로지(topology)의 변경을 통한 차단대역의 감쇄특성이
개선된 듀플렉서(duplexer)나 멀티플렉서(multiplexer)의설
계 또는 전계와 자계결합(Electric or Magnetic coupling)의
선택 또는 혼합(mixed coupling) 결합을 이용한 전송영점
설계 등으로 다양하다[12],[13]. 또한, 직렬로 구성된(In-line) 
공진기들 사이에서도 교차결합(cross-coupling)을 유도
하여 다수의 전송영점을 가진 여파기를 설계할 수 있

다[14],[15]. 
최근 SIW(Substrate Integrated Waveguide) 기술을 바탕

으로 이중 모드를 가지는 4개의 도체 포스트(conductive 
post)로 구성된 공진기를 이용한 이중대역 가변(tunable) 
여파기의 설계에 대해서 보고된 바 있다[16],[17]. 4개의 공
진모드 중 주(fundamental) 모드와 2개의 축퇴(degenerate) 
모드가 두 개의 통과대역을 형성하며, 가변을 위해 액츄
에이터(actuator)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
와 유사하지만, 4개 모드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모드들
간에 주파수 차이 크기 때문에 다중대역 여파기에 유리

하며, 하나의 대역 내에 높은 차수(filter order)가 요구되는
무선 기지국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유사한 구조로 4개
의 포스트로 구현한 SCRP(Strongly-Coupled Resonator Pa-
irs)를 이용한 Evanescent 모드 여파기가 있다[18]. 하지만
SCRP 역시 4개의 공진모드를 가지지만, 강한 공진기간
결합에의해 주모드가 낮은 주파수에 이격되어 3개의고
차모드를 이용한 다단 triplet(CT: Cascaded triplet) 여파기
를 제안하였으나, 교차결합에 의한 전송영점에 대한 설명
이나 소형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변형된 동축 공동 공진기를 이용한 새

로운 다단 quadruplet(CQ: Cascaded quadruplet) 대역통과

여파기의 설계를 제안한다. 제안된 공진기는 1개의 캐비
티(cavity) 내부에 4개의Γ-형 또는 곡선형 포스트가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 구조와 치수에 따라 전계결합 또는
자계결합이 조절 가능하다. 일반적인 동축 공동 공진기와
다르게 결합 윈도우(coupling window)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캐비티 내에서 공간효율이 증가하여 일반
동축 공동 공진기의 품질계수보다 약 15 % 이상 향상된
다. 즉, 동일한 품질계수를 기준으로 일반 동축 공동 공진
기를 이용한 대역통과 여파기보다 약 35 % 이상의 소형
화가 가능하다. 제안된 공진기는 4개의 포스트 사이에 전
계와 자계결합이 혼재되어 존재하며, 순차결합뿐만 아니
라, 인접하지 않은 공진기 간 교차결합, 입․출력 교차결
합을 통해 조절 가능한 4개의 전송영점을 형성된다. 위
설계법은 CST MWS를 이용해 전자기 모의실험하였으며, 
실제 제작과 측정을 통해 그 타당성을 증명한다.

Ⅱ. 변형된 Quadruplet 동축 공동 공진기

그림 1(a)는 일반적인 동축 공동 공진기 및 여파기의
구조를 보인다. 다수의 공진기를 연결하여 고차의 여파기
를 설계하며, 인접한 공진기간의 결합은 결합 윈도우와
튜닝 스크류(tuning screw)를 통해 조절 가능하다. 차단대
역의 감쇄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접하지 않은 공

진기 사이에 결합 윈도우 또는 도체의 막대(metallic bar) 
등을 이용하여 교차결합을 유도하면 전송영점을 형성할

수 있다.

2-1 공진기의 구성 및 특성

그림 1(b), (c)는 제안된 Γ-형 공진기를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 동축 공진기 여파기와 다르게 캐비티 내부
에 도체 벽(metallic wall)이 제거되었으며, 캐비티 내부에
90도로 꺾인 4개의 Γ-형 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포
스트들은 캐비티의 중앙에서 d의 거리로 떨어져 있으며, 
Γ-형 공진기의 높이 h와 머리의 길이 L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공진기머리 사이는 2 g의간
격으로 떨어져 있고, 머리의 단락된 양쪽 끝은 c로 모따
기(chamfer)로 인접한 공진기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2는 제안된 공진기의 치수가 d=5.35 mm, B=38 

mm, H=16 mm, L=14.2 mm, T=4 mm, h=13.35 mm, W=6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6, no. 11, Nov. 2015.

968

(a)

(b)

(c)

그림 1. (a) 일반 동축 공동 공진기 여파기와 제안된 Γ-
형 공진기의 (b) 사시도, (c) 상면도

Fig. 1. (a) Conventional coaxial cavity resonator and pro-
posed Γ-shape resonator and its (b) perspective and 
(c) top view.

 
mm, r=3 mm, g=2.5 mm, c=2.8 mm일 경우, Eigen mode 모
의실험한 결과, 전계․자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a)와 같이, 모드 1은 가장 낮은 주파수(1,941 MHz)를 가
지며, 4개 포스트들의 자계분포가 모두 동일한 방향이며
자계 루프를 형성해 하나의 큰 동축 공동 공진기가 존재

하는것과 같다. 모드 2와 3은 서로직교된 축퇴모드로동
일한 주파수(3,306 MHz)를 가지며, 2개의 포스트에 동일

한 방향의 자계분포를 가진다. 모드 4는 가장 높은 주파
수(3,772 MHz)로 4개의 포스트가 서로 독립된 자계분포
를가지며, 마치 도체벽이존재하는일반 동축 공동공진
기의 배열과 유사하다. 

(a) Mode 1

(b) Mode 2

(c) Mode 3

(d) Mode 4

그림 2. Eigen mode 모의실험 전자계 분포
Fig. 2. E-/H-field distributions of the Eigen mode simula-

tion.



품질계수가 향상된 변형된 동축 공동 공진기를 이용한 다단 Quadruplet 대역통과 여파기

969

5 6 7 8 9 10 11 12 13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Re
so

na
nt

 fr
eq

ue
nc

y(
G

H
z)

Distance d(mm)

 Mode 1
 Mode 2
 Mode 3
 Mode 4
 Average

(a) d에 따른 공진주파수
(a) Resonant frequency when the d v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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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에 따른 무부하 품질계수
(b) Unloaded Q-factor when the d varies

그림 3. 거리 d에 따른 공진기의 특성 변화
Fig. 3. Characteristic of the proposed resonator when the dis-

tance d varies.
 
거리 d가 가까우면 포스트간 자계결합이 강하여 3개의
고차모드는 비슷한 주파수에 형성되지만, 낮은 품질계수
를 가지며, 주 모드(모드 1)는 낮은 주파수에 이격되어 하
나의 대역을 형성할 수 없다[16],[18]. 하지만 그림 3과 같이
d가 멀어지면 4개의 공진모드는 서로 비슷한 공진주파수
를 가질 수 있고, 고차모드의 품질계수 또한향상된다. 이
는 포스트가 가까울 경우는 다중모드 공진기로 동작하지

만, 거리 d가멀어지면 4개의독립된 일반동축 공동공진
기로 구성된 quadruplet으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된 Γ-형 공진기는 특정된 캐비티 내에 높은 품질계
수를 유지하면서도 4개의 pole을 가진 여파기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지국 장비의 적용에 있어 큰 장점을 가

진다.

2-2 무부하 품질계수

제안된 공진기의 4개의 공진모드는 가상 내벽에 의한
경계조건에 따라 각각 상이한 등가 공간(equivalent reso-
nant space)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 모드의 축적
된 에너지가 서로 다르며, 무부하 품질계수도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부하 품질계수는 다
음의 근사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V는 캐비티의 부피이고, A는 캐비티의 표면적이며, S

는 표면깊이(skin depth)를 나타낸다. 제안된 공진기는 도
체벽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캐비티의 중앙에 4개의 공진
포스트가 공유할 수 있는 등가공진 공간(V)이 증가하고
캐비티의 표면적(A)이 감소하게 되어 일반 동축 공동 공
진기를 이용한 여파기보다 높은 무부하 품질계수를 가진

다. 등가 공진 공간은 캐비티와 공진기의 치수에 따라 결
정될 수 있으며, 모드 1의 경우, 각 포스트의 자계의 방향
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인접한 포스트가 공유하는 등
가 공진 공간이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장 높은 품질계수를

나타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차모드들은 상호배타적인
자계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등가 공진
공간에 의해 낮은 품질계수를 가진다. 그림 3(b)에서 나타
내듯이, 거리 d가 증가하면 고차모드들의 상호배타효과
가 감소하고, 등가 공진 공간이 증가하면서 품질계수가
향상 되며, 4개 모드의 품질계수 평균치는 축퇴모드의 품
질계수와 유사한 값을 가진다.
제안된 공진기의 품질계수 향상에 따른 소형화를 검증

하기 위해 일반 동축 공동 공진기와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 때 Eigen mode 모의실험의 도
전율은 σ=5.4×107으로 설정하였다. 단일 캐비티로 설계
된 일반 동축 공동 공진기의 경우, 부피가 5,329일 때 2.6 
GHz의 공진 주파수와 2,867의 무부하 품질계수를 가지
며, 부피가 증가할수록높은 값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이
용해 4-pole 여파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23,104 mm3(결
합윈도우 폭=1.5 mm)의 부피가 필요하다. 반면, 동일한
부피의 제안된 공진기의 4개 모드 품질계수 평균치는
3,381로 일반 동축 공동 공진기보다 약 17.9 % 높게 나타
났다. 만약 3,381의품질계수를 가지는 일반 동축 공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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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곡선형 동축 공동 공진기
Fig. 4. Proposed curved type coaxial cavity resonator.

 
진기를 이용한 4-pole 여파기를 설계한다면 30,976(7,744× 
4) mm3의 부피가 필요하므로, 제안된 공진기를 이용하여
여파기를 설계하면 약 34 %의 소형화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캐비티 내부에도체 벽 즉, 결합윈도우가 없기 때
문에 무게 절감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림 4는 Γ-형 동축 공동 공진기에서 90도 꺾인 부분

을 y(θ)=d×cos(θ), z(θ)=Rh×sin(θ)의 정의를 가진 곡선
형태로 변형한 공진기의 구조이다. 공진기의 불연속부를
제거하고, 전류분포에 유리한 구조로 품질계수를 더욱 향
상시킬 수 있다[19]. 약 3,500의 품질계수를 기준으로 일반
동축 공동 공진기 적용의 경우 33,856 mm3의 부피이고, 
제안된 곡선형 공진기의 경우 23,104 mm3이므로 약 46 %
의 소형화를 도모할 수 있다. Γ-형 동축 공동 공진기와
전기적 특성은 동일하며, 거리 d와 곡선형 포스트의 반경
r과곡선의 높이 Rh, 4개포스트의높이 h1～h4에 의해 공
진주파수와 품질계수 등을 최적화 할 수 있다.

Ⅲ. 다단 Quadruplet 대역통과 여파기의 설계 

3-1 결합 모델

 전술한 바와 같이, 거리 d가 가까운 경우에는 모드간
분리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중모드를 이용하여 다중대

역 여파기를 설계할 수 있다[16]. 이 때 여파기의 등가 결
합 모델은 입․출력 교차결합이 포함된 횡 배열(trans-
versal array) 결합 모델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거리 d가

표 1. 무부하 품질계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unloaded Q-factor between the con-

ventional and proposed resonators. 

Volume(mm3) Resonant
mode(MHz)

Unloaded
Q-factor

Conven-
tional

resonator

5,329
18.25 mm×18.25 mm×16 mm 2,564 2,867

7,744
22 mm×22 mm×16 mm 2,540 3,396

8,464
23 mm×23 mm×16 mm 2,561 3,559

Proposed
Γ-shape
resonator

23,104
38 mm×38 mm×16 mm

Mode 1 : 
2,481 3,103

Mode 2 : 
2,603 3,411

Mode 3 : 
2,604 3,408

Mode 4 : 
2,537 3,603

Average : 
2,556

3,381

Proposed
curved
type

resonator

23,104
38 mm×38 mm×16 mm

Mode 1 : 
2,422

3,428

Mode 2 : 
2,679

3,780

Mode 3 : 
2,682

3,717

Mode 4 : 
2,528

3,380

Average : 
2,577 3,576

증가함에 따라 4개의 공진 모드의 주파수가 점진적으로
비슷한 주파수로 수렴되고, 품질계수 또한 증가하면서 하
나의 다중모드 공진기가 아닌 4개의 변형된 동축공동공
진기가 결합된 quadruplet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 제안된 공진기의 동작원리는 그림 5와 같이 완전
정규형 결합모델(Fully canonical coupling model)로 해석이
가능하다[20]. 각 포스트는 공진 노드를 나타내며, 인접한
공진기 간의 거리와 머리 부분의 간격이 전계 또는 자계

의 결합도를 결정한다. 또한, 하나의 캐비티 내에 입․출
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출력 교차결합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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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완전 정규형 결합 모델
Fig. 5. Fully canonical coupling model.

 

3-2 결합 계수

입․출력 외부 결합도는 직접연결방식(direct tapping)
으로 구현되었다. 그림 6(a)와 같이, 입․출력의 높이 Ph
에 따라 외부 결합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높이가 높을수
록 결합도는 강해진다. 
일반 동축 공동 공진기 사이의 결합은 결합윈도우를

통해 조절하지만, 제안된 공진기의 경우 결합윈도우가 존
재하지않기 때문에 포스트간 거리 d와 공진기 머리의단
락면 간격에 따라 결합도가 결정된다. 결합도는 자계결합
과 전계결합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거리 d가 멀어
질수록 자계결합은 약해지고, 공진기의 단락면 사이의 간
격이 가까울수록 전계결합이 강해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해전자기모의실험과수식을통해결합계수를추출하였다.

  

  

  



 (2)
  
공진기 머리의 길이에 해당하는 치수(L)를 13.9 mm, 14 

mm, 14.1 mm로 설정 및 고정하면 그 치수에 따라 전계
결합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림 6(b)와 같이, 거리 d가
증가할수록 우세한 결합인 자계결합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특정 치수 이상에서 전계결합이 우세해지면서 전체
결합도는 다시 증가한다. 하지만 변수 d와 L은 결합도뿐
만 아니라, 공진주파수와 품질계수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림 1(a)에 도시된 공진기 사이의 간격 g와 모따
기 c를 조절하여 미세 결합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튜닝
스크류를 이용할 수 있다. 제안된 곡선형 공진기 또한 동
일한 방법을 통해 공진주파수, 품질계수, 결합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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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결합계수
Fig. 6. Coupling coefficient.
 

할 수 있다. 

3-3 곡선형 공진기를 이용한 대역통과 여파기

그림 7은 제안된 곡선형 공진기를 이용한 대역통과 여
파기의 구조를 보인다. 등가모델을 기반으로 AA’면을 기
준으로 대칭 설계되었으며, 공진기의 치수 이외에 제작
오차를 수정할 수 있도록 튜닝스크류와 결합아이리스

(coupling iris)의 결합조절 요소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아
이리스가 클 경우, 여파기의 품질계수에 영향을 주므로
최소화 한다. 결합도를 조절하기 위한 튜닝 스크류의 경
우 삽입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공진 기간 전계 결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결합성분이 전계가
우세한 경우, 전체 결합도는 낮아지고, 전체 결합성분이
자계가 우세할 경우에는 전체 결합도는 강해진다.
여파기의 차단대역의 감쇄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인접하지 않은 공진기간에 교차결합을 유도하여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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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된 곡선형 quadruplet 대역통과 여파기
Fig. 7. Proposed curved type quadruplet bandpass filter.
 

표 2. 예제의 결합 성분 부호
Table 2. The sign of couplings in examples.

MS1 M12 M23 M34 M4L

Ex1 + + + + +
Ex2 + - - - +
Ex3 + - + - +

M13 M24 M14 MS4 M1L MSL

Ex1 + + + + + +
Ex2 + + - + + +
Ex3 + + - + + +

영점을 생성한다. Triplet의 경우, 교차결합의 성분이 전계
결합이면 통과대역의 낮은 주파수에 전송영점이 생성되

고, 자계 결합이면 통과대역의 높은 주파수에 전송영점이
생성된다[13]. 제안된 여파기는 총 6개의 교차결합(MS4= 
M1L, M13=M24, M14, MSL)을 이용하여 4개의 전송영점을 생
성한다. 결합모델의 순차결합과 교차결합의 성분(부호)에
따라 전송영점의 위치를 조절 가능하다. 입․출력은 도체
핀(metallic pin)을 이용하여 직접연결방식을 이용하기 때
문에, MS1=M4L, MS4=M1L, MSL은 항상 자계성분(+)을 나타
낸다. 나머지 M12=M34, M23, M13=M24, M14의 결합성분과

M11=M44, M22=M33의 자기공진(self resonance) 값을 조절하
여 원하는 특성의 여파기를 설계할 수 있다. 
다음은 설계법의 검증을 위해 3가지 여파기 예제를 보

인다. 중심주파수는 2,600 MHz이며, 대역폭은 140 MHz로
설정하였고, 반사손실은 18 dB이다. 성능 목표치와 전송

영점의 위치에 따라 결합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7],[21]. 표
2는 설계된 예제들의 결합성분을 부호로 나타냈다.
예제 1은 4개의 전송영점이 모두 통과대역보다 높은

차단 주파수에 위치하는 주파수 응답으로 결합성분이 모

두 자계성분(+)이다. 예제 2는 1개의 전송영점이 통과대
역보다 낮은 주파수에 위치하며, 순차결합과 M14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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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설계된 예제 여파기의 결합계수와 3차원 전자기
모의실험의 주파수응답 결과

Fig. 8. Coupling matrix(CM) and 3D EM simulated respon-
se of the designed example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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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제 1의 결합행렬
Table 3. Coupling matrix of example 1.

S 1 2 3 4 L
S 0 1.052 0 0 0.06 0.0047
1 1.052 0.209 0.632 0.418 0.728 0.06

2 0 0.632 —0.79 0.235 0.418 0
3 0 0.418 0.235 —0.79 0.632 0
4 0.06 0.728 0.418 0.632 0.209 1.052
L 0.0047 0.06 0 0 1.052 0

표 4. 예제 2의 결합행렬
Table 4. Coupling matrix of example 2.

S 1 2 3 4 L
S 0 1.008 0 0 0.026 0.0047
1 1.008 0.094 —0.4 0.803 —0.169 0.026

2 0 —0.4 —0.452 —0.549 0.803 0
3 0 0.803 —0.549 —0.452 —0.4 0
4 0.026 —0.169 0.803 —0.4 0.094 1.008
L 0.0047 0.026 0 0 1.008 0

 

표 5. 예제 3의 결합행렬
Table 5. Coupling matrix of example 3.

S 1 2 3 4 L
S 0 1.016 0 0 0.024 0.0046
1 1.016 0.019 —0.34 0.85 —0.181 0.024

2 0 —0.34 0.353 0.768 0.85 0
3 0 0.85 0.768 0.353 —0.34 0
4 0.024 —0.181 0.85 —0.34 0.019 1.016
L 0.0046 0.024 0 0 1.016 0

 

표 6. 비대칭 구조 여파기의 결합행렬
Table 5. Coupling matrix of the asymmetric filter.

S 1 2 3 4 L
S 0 0.98 0 0 0.0034 0.0019
1 0.98 0.013 —0.4 —0.718 —0.192 0.0034
2 0 —0.4 —0.637 —0.4 0.73 0
3 0 —0.718 —0.4 0.652 —0.4 0
4 0.0034 —0.192 0.73 —0.4 0.0013 0.98
L 0.0019 0.0034 0 0 0.98 0

(a) 비대칭 구조
(a) Asymmetric f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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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제안된 여파기의 비대칭 구조

Fig. 9. Proposed asymmetric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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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성분이 전계(—)로 바뀌어야 한다. 예제 3은 2개의
전송영점이 통과대역보다 낮은 주파수에 위치하는 주파

수 응답을 가지도록 설계하였으며, 예제 2의 M23 성분만
전계에서 자계성분으로 변경하면 된다. 실제 예제의 계산
된 결합행렬은 표 3～5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8과 같이
설계된 예제 여파기의 결합계수 계산결과와 전자기 모의

실험결과를 비교해보면 매우일치하는 것을볼수 있다.
여파기의 실제 구현에 있어서 제작오차에 의한 튜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안된 대칭형 여파기의 경우, 순차
결합과 교차결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결합성분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그림 9(a)와 같이비대칭구조를 가진곡선
형 여파기를 설계할 수 있다. 1번과 3번 공진기의 길이가
길고, 2번과 4번 공진기 길이가짧게 설계되었고, 그에 따
라 교차결합 M13은 전계결합(—)을 가지며, M24는 자계결

합(+)을 가진다. 표 6과 같은 결합계수를 바탕으로 예제
3의 여파기를 설계 가능하며, 그림 9(b), (c)는 대칭형보다
독립적인 결합성분 조절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10은 다단으로 연결된 quadruplet 비대칭 곡선형

구조 여파기이다. 중심주파수는 2,593 MHz이며, 대역폭
은 196 MHz이다. AA-AA’면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으로

설계되었으며, 치수는 표 7에 정리하였다. 8단 대역통과 
여파기는입․출력교차결합이없기때문에, 각 4 pole sta-
ge가 3개의 전송영점을 가지고 있으며, 좌우 대칭이기 때
문에 그림 10(b)의 점선과 같이 동일한 3개의 주파수에 2
개의전송영점이공존한다. 이때 3번과 6번공진기사이에 
별도의 결합막대(coupling bar)를 이용해 전계결합을 유도
하면그세기에따라겹쳐진전송영점이서로나뉠수있다.

표 7. 제안된 8단 CQ 여파기의 제원(단위: mm)
Table 3. The parameters of proposed CQ filter(unit: mm)

Bx By H h1 h2 h3 h4

77.8 38 16 14.45 14.65 14.01 14.99
Rh d r g13 g24 wl cbl

12.5 14.5 3.5 1.75 5.4 11 6.5
cbw cbh ccl ccr cg1=cg2=cg3=cg4

4 10.7 10 4 1.85

(a) 다단 quadruplet 비대칭 곡선형 구조
(a) CQ asymmetric curved typ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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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단 quadruplet 비대칭 곡선형 구조 여파기
Fig. 10. CQ asymmetric curved type filter.

Ⅳ. 제작 및 측정결과 

그림 11은 제작된 여파기의 사진과 그 특성이다. 알루
미늄으로 제작되었고, 3 μm의 은도금이 적용되었다. 측
정은 Agilent사의 VNA E5071B를 사용하였다. 
그림 11(b)의 측정결과를 보면 모의실험과 매우 일치하

는 특성을 얻을 수 있었고, 삽입손실은 0.5 dB 이하로 측
정되었으며, 반사손실은 20 dB 이상이다. 특성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 동축 공동 공진기를 이용한 여파기를 설계

한 경우, 그림 11(a)의왼쪽과 같다. 제안된 여파기는일반
여파기와 비교하여 소형화된 크기를 가지면서도 그림

11(c)와 같이 동일한 품질계수에 의한 삽입손실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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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작된 여파기
(a)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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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파수 응답 측정결과
(b) Measured frequen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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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파수 응답 비교
(c)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

그림 11. 제작과 측정 비교과
Fig. 11. Test and comparison of fabricated filters.
 
보이고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변형된 Γ 또는 곡선형 qua-
druplet 공진기를 이용하여 4-/8-pole 대역통과 여파기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공진기는 일반동축 공동 공진기보다
15 % 이상의 향상된 품질계수를 가질 수있으며, 이를 이

용하여 동일한 성능을 가진 일반 여파기 대비 35 % 이상
의 소형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조절 가능한 다수의
전송영점을 통해 차단대역의 감쇄특성이 향상되었으며, 
그 위치에 따라 다양한 주파수 응답을 가질 수 있음을 보

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진기와 여파기의 설계법은
소형화가 요구되는 무선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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