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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결합 공동공진기의 간편한 Q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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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동공진기는 마이크로파 응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품 중의 하나이다. 무부하 Q, 공진주파수, 그리고 결합계수

는 공진기 기본 파라미터이다. 손실결합이 있는 공동공진기의 무부하 Q를 측정하는 간편한 절차를 제안하였다. 공
진주파수 근처 주파수 대역에서 결합손실을 포함한 등가회로를 보였으며, 결합손실은 공진기의 임피던스를 측정하

여 구했다. 결합손실을 보상한 공진기의 임피던스를 스미스차트에 다시 그렸다. 보상한 임피던스 궤적에서 부하 Q
와 결합계수를 구하여 무부하 Q를 계산하였다. 제안한 절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결합 손실이 없는 공진기를 측정하였

다. 결합 손실이 있는 경우와 손실이 없는 경우의 측정결과는 잘 일치 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제안한 절차가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cavity resonator is one of the widely used components in the microwave applications. The unloaded Q, the 
resonant frequency, and the coupling factor are basic parameters of a cavity. A simple unloaded Q factor measurement 
procedure of a cavity is proposed in a lossy coupling. The equivalent circuit of a cavity with coupling loss at near the 
resonant frequency is presented. The coupling loss resistance was found by the measurement of a cavity impedance. The 
cavity impedance compensated coupling loss was redrawn on the Smith Chart. The loaded Q and coupling factor were 
obtained based on the compensated impedance locus and then the unloaded Q factor was calculated. To verify the 
proposed procedure, the cavity with lossless coupling was measured. The two measurement results in the lossy and 
lossless coupling agree well. The results confirm the proposed procedure is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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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동 공진기

(cavity)는 품질인자(quality factor) Q가 중요한 파라미

터이다. 공동공진기를 이용하여 물질의 특성(유전율, 투
자율, 전도율)을 측정하거나[1-2], 공진기가 고주파 회

로에 사용되는 경우[3-6], 또는 전자빔과 상호작용하는 

공동공진기의 경우[7-8]에 Q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공진기의 Q를 실험으로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크

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고전전인 방법은 초고주

파 측정에 관한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9]. 각 방법은 첫

째, 입력단의 임피던스를 주파수의 함수로 측정하여 구

하는 방법, 둘째, 입력단과 출력단이 있는 공진기에서 

출력신호를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측정하여 구하는 방

법, 셋째, 펄스변조된 신호를 인가하여 신호를 제거한 

순간부터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신호의 시정수(time 
constant)를 측정하여 구하는 방법, 넷째, 측정하고자 하

는 공동공진기를 낮은 주파수의 공진회로 또는 표준공

동과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Q
를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회로망 

분석기를 사용함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측정시간

을 단축시킬 수 있다[10]. 공진기의 공진주파수에서 멀

리 떨어진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같아지는 주파수와 

임피던스의 리액턴스가 같아지는 주파수인 임계점 주

파수 방법에 의한 Q 측정방법이 제시되었다[11]. 이 방

법은 공진주파수에서 멀리 떨어진 주파수까지 측정하

기 때문에 측정대역폭이 넓어 측정 주파수 간격이 넓어

져 오차가 크질 수 있다. 공진기의 S파라미터에 최소자

승법을 적용하여 잡음이 있는 경우에 Q를 측정하는 방

법이 제시되었다[12]. 
공동공진기를 측정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회로와 결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측정에서 결합에서 

손실은 작아서 무시하고 측정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공

동공진기의 결합기를 통해서 공동공진기에 전력을 공

급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경우에는 결합기와 커넥터에

이서 생기는 손실을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단

일 포트의 손실 결합에서 공동공진기의 Q 측정방법을 

제안하였다.

Ⅱ. 본  론

공동공진기를 그림 1(a)와 같이 유도성 결합을 했을 

때 등가회로는 그림 1(b)와 같이 무한개의 공진회로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각은 공진모드에 해

당된다. 공진기의 측정은 어느 한 공진주파수 근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 1(c)와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Fig. 1 (a) The cavity coupling system (b) Equivalent 
circuit of a coupled cavity (c) Simplified equivalent circuit 
for the cavity at a resonant frequency

공동공진기의 공진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Q 는

 

 
(1)

이며, 는 공진 각주파수(resonant angular frequency)이

고, 는 공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은 공진기에서 

손실되는 전력이다. RLC 병렬공진회로에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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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는 무부하 Q이며 식(1)에서 손실은 공진기자체

의 손실만을 고려한 Q 이며,    이다. 

그림 1(c)의 기준면 a-a에서 손실과 리액턴스를 고려

한 입력 임피던스 
는 






 


 


  


(3)

이며, 여기서   이고   로 결합계

수이다. 식(3)으로 표현된 임피던스를 스미스차트에 나

타내면 그림 2와 같다.

Fig. 2 Impedance of a cavity with coupling loss and 
reactance

그림 1(c)에서 는 결합계(coupling system)의 손실

을 나타내며 는 결합계의 리액턴스 성분을 나타낸다. 

회로에서 는 Taylor 전개에서 첫 두 개의 항만 고려하

면[8]

      (4)

이며, 첫 번째 항은 주파수에 무관하고 두 번째 항은 주

파수의 함수이다. 인접한 공진주파수가 측정하려고 하

는 공진주파수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두 번째 항은 무시

할 수 있다. 주파수에 무관한 항 은 회로망 분석기에

서 위상 오프셋을 조정하여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리
액턴스 영향을 제거하고 손실만 고려한 기준면 a-a에서 

입력임피던스 
 는 






 


   


(5)

이며, 식 (5)로 표현된 임피던스를 스미스차트에 나타내

면 그림 3과 같으며, 그림 3에서 
을 찾으면 손실저항 

는 

Fig. 3 Impedance of a cavity with coupling loss only

  
  



  


(6)

로 구할 수 있다. 손실저항 를 구한 다음 측정한 임피

던스에서 손실저항을 보상한 임피던스는 




   


(7)

이다. 식 (7)로 표현된 임피던스를 스미스차트에 나타내

면 그림 4와 같다. 식 (7)의 임피던스를 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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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upling loss compensated impedance of a cavity

      


(8)

이며, 여기서   이고, 는 무부하 

Q(unloaded Q), 은 부하 Q(loaded Q) 이다. 부하 Q는 

식(1)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공진기 자체의 손실뿐만 아

니라 공진기를 결합했을 때 결합기와 외부에서 손실을 

포함한 Q이다. 식 (8)에서  의 위상은

       tan    (9)

이다. 따라서   ±  되는 주파수 과 는 

 의 위상이 ±되는 선과 만나는 점의 주파수

이다.  과 으로부터 부하 Q 즉 은

   


(10)

이다. 식 (9)에서 tan  를 이용하여  의 

위상이 tan± ±되는 직선, 즉 기울기가 

±인 직선과 만나는 점의 주파수  과 로부터 부

하 Q는 

   


tan (11)

이다. 스미스차트에 표시된 공동공진기의 반사계수 

궤적에서 원의 지름이 1보다 크면 과결합(over coupled)
이고 1보다 작으면 아결합(under coupled)이다. 결합계

수는 과결합인 경우에는 

  

 
(12)

이고 아결합인 경우에는

  

  
(13)

이다[7]. 위상 오프셋을 조정하고 결합손실을 보상한 임

피던스 궤적인 그림 4에서 결합계수는 공진주파수의 반

사계수 를 이용하면

  

 
(14)

이며, 무부하 Q는       로 구할 수 있다.

Ⅲ. 측정결과

무산소 동(oxygen free copper)으로 만든 공동공진기

에 손실이 있는 결합기가 부착된 시스템에서 제안한 방

법으로 무부하 Q를 회로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림 5에는 결합손실과 리액턴스가 포함된 임피던스 궤적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회로망분석기에서 위상 오

프셋을 조정하여 결합기의 리액턴스 영향을 제거한 손

실결합 공동공진기의 임피던스를 나타내고 있다. 손실

저항 를 구하여 손실저항을 보상한 임피던스는 그림 

7에 보였다. 손실저항    이다.

Fig. 5 Measured impedance of a cavity with coupling 
loss and indu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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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저항 2는 그림 8과 같이 전송선에서 직렬로 저

항이 연결되어있는 회로와 등가이다. 그림 8의 저항 R
에 의한 삽입 손실은 

Fig. 6 Measured impedance of a cavity with coupling 
loss

Fig. 7 Measured impedance of a cavity compensated 
coupling loss

Fig. 8 Equivalent circuit of coupling loss

  


(15)

이다. 손실저항 2은 삽입손실이 0.17 dB에 해당된다. 
이는 공동공진기에 연결되어 있는 결합기에 다른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다.
그림 7에서 공진주파수에서 반사계수는   6

이며 과결합(over coupled)인 경우로 결합계수 

     이다.  ±  인 직

선과 만나는 주파수 =499.88100 MHz , =499.91899 

MHz 이고 공진주파수 =499.900 MHz 이고, 결합계

수와 부하 Q로부터 구한 무부하 Q는 =35528 이다. 

tan± ±인 직선과 만나는 주파수 

=499.89051 MHz , =499.90950 MHz 이고, 결합계수

와 부하 Q로부터 구한 무부하 Q는 =355342 로 무부

하 Q의 두 결과는 잘 일치한다. 만일 측정하는 장비인 

회로망 분석기의 주파수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측정 대

역폭을 줄여서 tan± ±인 직선과 만나

는 주파수를 구하여 Q를 측정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제안한 절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손실이 없는 결합

기로 측정한 공진기의 무부하 Q는 35600 으로 손실결합

이 있는 측정값과 0.2 % 이내에서 잘 일치 한다. 

Ⅳ. 결  론

결합손실이 있는 공동공진기의 무부하 Q를 측정하

는 간편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공진주파수 근처에서 손

실을 포함한 공동공진기의 등가회로를 나타내었다. 회
로망 분석기를 사용하여 공동공진기의 입력반사계수를 

측정하여 손실저항을 구했다. 입력 임피던스에서 손실 

저항을 뺀 보상 임피던스 궤적을 스미스차트에 다시 그

려서 부하 Q와 결합계수를 구하여 무부하 Q를 측정하

였다. 공동공진기의 무손실 결합일 때의 무부하 Q와 손

실 결합일 때의 무부하 Q의 측정한 결과는 0.2% 이내에

서 일치하여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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