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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특성(S21)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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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특성(S21)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대칭 연결하여야 한

다. 하지만 두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대칭 연결한 회로의 신호 전달특성은 중간 연결 선로의 길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임피던스 변화회로의 정확한 신호 전달특성을 얻기 위한 중간 연결 선로의 길이를 수식으로 

유도하였다.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4:1(50-Ω:12.5-Ω)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정확한 신호 전달특성을 얻기 위한 

중간 연결 선로의 전기적 길이는 약 45°이다. 계산된 연결 선로의 길이를 적용하여 1GHz에서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제작하여 신호 전달특성을 측정하였다. 제작된 대칭 연결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반사 특

성(S11)은 0.980GHz에서 -40.64dB, 신호 전달 특성(S21)은 -0.154dB였다. 이는 제작 회로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본 

중심 주파수의 987MHz 변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신호 손실 -0.15dB 값과 거의 동일한 값이다. 

ABSTRACT 

In order to measure the transfer characteristic(S21) of the impedance transformer, two impedance transformers must be 
symmetrically connected. However, the transfer characteristic of two symmetrically connected impedance transformers is 
influenced by the length of the intermediate connection line. This paper theoretically examines closely the length of the 
intermediate connection line to obtain the accurate transfer characteristic of the impedance transformer. The electrical 
length of the intermediate connection line for obtaining the accurate transfer characteristic of the 4:1(50-Ω:12.5-Ω) 
impedance transformer is calculated about 45o. Using the calculated length of the connection line, The λ/4-microstrip 
impedance transformer is fabricated at 1 GHz to measure the transfer characteristic. The symmetrically connected 
impedance transformer is measured the reflection characteristic(S11) of -40.64dB and the transfer characteristic(S21) of 
-0.154dB at 0.980GHz. This value is approximately equal to the theoretical calculated 987MHz center frequency and 
-0.15dB transfer loss value of the λ/4-microstrip impedance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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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결된 두 회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다르면 회로에 입

력하는 신호의 일정 세기가 입력으로 되돌아오는 반사 

신호가 존재한다. 회로에 입력하는 신호가 입력 단자로 

반사되는 신호 없이 다음 단자로 전부 전달되는 것은 신

호 효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임피던스가 다른 두 

회로 사이에서 최소한의 입력 반사 신호만을 가지고 안

정적으로 다음 회로에 신호를 공급하게 만드는 회로를 

임피던스 정합회로라 한다. 임피던스 정합회로는 동작 

주파수, 동작 주파수 범위, 입력 전력의 세기, 회로의 제

작 크기 등 여러 고려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

한다[1~8].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림 1 (a)

의 λ/4-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 임피던스 변환회로

(Transmission line transformer)이다[1]. λ/4-마이크로스

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동작 주파수 범위가 매우 좁

고, 회로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회

로가 간단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많은 회로에서 

사용한다. 그림 1 (a)서 보는 바와 같이 임피던스 변환회

로는 입력단과 출력단의 특성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

에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정확한 신호 전달특성(S21)을 

계측기를 통해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피던

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특성(S21)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그림 1 (b)와 같이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대칭 연결하

여 입력단과 출력단의 출력 임피던스를 계측기의 특성 

임피던스와 동일하게 하여야만 한다. 그림 1 (b) 구조를 

통해 측정한 신호 전달특성(S21) 값의 절반이 한 개의 λ

/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특

성(S21) 값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적으로 그림 1 
(a)의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완벽하

게 정합한 회로에서 입력 반사특성(S11)을 측정한 후 이

를 바탕으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특성(S21)
을 계산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피던스 변환회로에서 보다 정확한 

신호 전달특성(S21)을 측정하기 위한 회로에 대해 살펴

보았다. 또한 살펴본 회로를 TACONIC사의 TLX9- 
0200-CH/CH 기판(εr=2.5, h=0.5mm, t=18μm, tanδ

=0.0019)을 이용하여 1GHz 주파수에서 λ/4-마이크로

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로 구현하여 이론적인 동작 

특성과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λ/4-마이크

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손실 특성과 전송

선로 폭의 변화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선로의 동작 특성

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고, 중간 선로 길이에 따른 임피

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을 살펴보았다.

(a)

(b)
Fig. 1 The λ/4-microstrip TLT(Transmission line transformer); 
(a) the basic block diagram, and (b) the circuit block 
diagram for the transfer characteristic(S21) measurement 

Ⅱ.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에서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 신호 전달특성(S21) 해석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보다 정확한 신호 전달특성

(S21)을 측정하기 위한 회로를 살펴보기 위해 1GHz 주
파수에서 50-Ω 입력 특성 임피던스(Zo)와 12.5-Ω 출력 

특성 임피던스(ZL)인 4:1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이용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피던스 변

환회로의 이상적인 동작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Agilent
사의 ADS(Advanced Design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고, 제작된 회로는 Protek A333 Network Analyzer
을 이용하여 동작 특성을 측정하였다.

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손실 특성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도체 사이에 비유전율 εr인 유전

체로 채워진 기판을 사용하여 구현하게 된다.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를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식 (1)과 

같이 유전체에 의한 손실(αd)과 전송 선로 도체에 의한 

손실(αc)이 발생한다[9].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에서 유전

체에 의한 손실 값(αd)과 도체에 의한 손실 값(αc)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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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3)이 된다. 위 식에서 tanδ는 유전체의 손실 정도

를 나타내는 loss tangent, c는 3x108[m/s], f[Hz]는 동작 

주파수, εr는 유전체의 비유전율, εe는 마이크로스트립 

전송 선로의 유효 비유전율, σ는 기판의 도체인 구리의 

전기 전도도로 5.98x106[S/m], Zo는 마이크로스트립 선

로의 특성 임피던스, h는 유전체의 높이, W는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의 선로 폭을 의미한다. 마이크로스트립 전

송 선로의 유효 비유전율(εe)은 식 (4)를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1)

 
∙  

∙ ∙tan
  (2)

  ∙∙


  (3)

 

 


 
∙








(4)

TLX9-0200-CH/CH 기판에서 50-Ω 특성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선로 폭(W) 1.39mm인 선로를 구현하는 경우

에 식 (4)를 이용하여 구한 기판의 유효 유전율(εe)은 약 

2.075이다. 이 값을 바탕으로 식 (2)와 (3)을 이용하여 

1GHz 주파수에서 마이크로스트립 전송 선로의 유전체

에 의한 손실(αd)과 전송 선로 도체에 의한 손실(αc)은 약 

0.215[dB/m]와 1.017[dB/m]이다. 즉, 50-Ω 특성 임피던

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는 1GHz 주파수에서 1m의 전

송 선로 길이에서 이론적으로 약 1.232dB의 신호 손실

이 발생하게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25-Ω 특성 임피던스

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W=3.62mm)와 12.5-Ω 특성 임

피던스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W=8.22mm)에서의 신

호 손실 값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약 1.014 [dB/m](유
전체에 의한 손실(αd)=0.235[dB/m], 전송 선로 도체에 

의한 손실(αc)=0.779[dB/m])와 약 0.937 [dB/m](유전체

에 의한 손실(αd)=0.250[dB/m], 전송 선로 도체에 의한 

손실(αc)=0.687[dB/m])가 된다. 

나. 선로 폭이 변화는 지점에서의 선로 특성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그림 3 (a)과 같이 서로 다른 특성 임피던스에 의해 선로

의 폭이 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10,11]. 마이크로스트

립 선로의 폭이 변하게 되면 그림 3 (b)에서와 같이 특성 

임피던스가 높아 선로 폭이 좁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는 직렬 인덕턴스 성분이 발생하고, 특성 임피던스가 낮

아 선로 폭이 넓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는 접지면과 연

결된 병렬 캐페시턴스 성분이 발생한다. 이는 그림 3 (c)
에서와 같이 직렬 인덕턴스 값은 폭이 좁은 마이크로스

트립 선로의 길이를 △ƖOL 만큼 증가시키게 되고, 병렬 

캐페시턴스 값은 낮은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는 폭이 넓

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길이를 △ƖOC 만큼 증가시키

게 된다.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선

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다른 세 개의 선로가 존재하여 선

로 폭이 다른 지점이 두 곳 존재한다. 그러면 그림 3 (d)
와 같이 중간에 존재하는 λ/4-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선

로 길이는 실제 구현 길이보다 △ƖOC1과 △ƖOL2 만큼 길이

가 늘어난 형태로 동작하게 된다. 그림 3 (d)에서 선로 

폭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등가 선로 길이 변화양인 △

ƖOL과 △ƖOC은 식 (5)와 (7)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11]. 
식 (5)에서 (△L/L∞Lh)값은 그림 4의 y축에 해당하는 값

이고, L∞L1은 식 (6)을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여기서 h
는 유전체의 높이이고, εe와 W는 마이크로스트립 전송 

선로의 유효 비유전율과 선로 폭이다. 

(a)

(b) (c)

Fig. 2 The structure of the λ/4-microstrip T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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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g. 3 Step changes in Width; (a) Microstrip step discontinuity, 
(b) The equivalent circuit of microstrip step discontinuity, 
(c) The equivalent length variation of microstrip step 
discontinuity, and (d) The equivalent length variation of 
the λ/4-microstrip TLT 

∆   ∙ ∞

∆  (5)

∞ 

∙ (6)

∆    

   

   (7)

Fig. 4 The calculated inductance ΔL normalized to 
L∞W1h for the equivalent circuit of step change in 
width of microstrip line (Fig. 2 in [1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GHz 주파수에서 TLX9- 
0200-CH/CH 기판에서 λ/4 길이의 25-Ω 특성 임피던스

(Z2) 선로를 이용하여 50-Ω 특성 임피던스(Z1) 선로와 

12.5-Ω 특성 임피던스(Z3) 선로를 정합하는 경우에 50-
Ω 특성 임피던스의 선로 폭(W1)은 1.39mm, 25-Ω 특성 

임피던스의 선로 폭(W2)은 3.62mm, 12.5-Ω 특성 임피

던스의 선로 폭(W3)은 8.22mm, 25-Ω 특성 임피던스의 

λ/4 선로 길이(l2)는 50.31mm이다. 또한 식 (6)을 이용하

여 L∞L1, L∞L2, L∞L3을 구하면 약 240[nH/m], 120[nH/m], 
63.66[nH/m]이 된다. 그러면 유전체 높이(h) 0.5mm에 

대해 50-Ω 특성 임피던스(Z1) 선로와 25-Ω 특성 임피던

스(Z2) 선로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L/L∞Lh)값은 약 

0.26, 25-Ω 특성 임피던스(Z2) 선로와 12.5-Ω 특성 임피

던스(Z3) 선로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L/L∞Lh)값은 약 

0.8이 된다. 이 값을 식 (5)에 대입하면 그림 3 (d)의 △

ƖOL1와 △ƖOL2는 약 0.013mm와 0.4mm가 된다. 또한 식 

(7)을 이용하면 △ƖOC1와 △ƖOC2는 약 0.247mm와 0.253mm
가 된다. 이는 TLX9-0200-CH/CH 기판을 사용하여 

1GHz 주파수에서 4:1(50-Ω :12.5-Ω ) λ/4-마이크로스트

립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구현하게 되면 실제 제작 길이

보다 50-Ω 특성 임피던스의 선로와 12.5-Ω 특성 임피던

스의 선로는 0.013mm, 0.506mm 늘어난 상태로 동작하

게 되고, 25-Ω 특성 임피던스의 선로는 0.647mm가 늘

어난 50.957mm 길이처럼 동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중심주파수 1GHz에서 제작된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중심주파수가 987MHz로 동작하

게 된다는 것이다. 

다. 중간 연결 선로 길이에 따른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S21)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동작 특성

은 2-단자 회로이므로 입력 반사 특성(S11)과 신호 전달 

특성(S21)이 존재한다. 그림 5의 회로와 같이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출력 특성 임피던스 ZL인 선로에 출력 단자

에 존재하는 임피던스에 공액 복소수 값인 저항 RL을 연

결하면 특성 임피던스 ZL의 선로 길이(α1)는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동작 특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림 5의 한 개의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

의 입력 반사 계수(Γa)와 입력 반사 특성(S11)는 식 (8)과 

(9)와 같다. 이 값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임피던스 변

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S21)을 구하면 식 (1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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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값을 갖기 위해서는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출

력 단에서 회로가 갖는 임피던스 값을 정확하게 알고 종

단 저항 값 RL을 구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송 

선로에서 신호 손실도 없어야 한다. 이러므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

성(S21)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

    log (9)

    log 

 log



















(10)

Fig. 5 The circuit block diagram for the reflection 
characteristic(S11) analysis of the λ/4-microstrip TLT

Fig. 6 The circuit block diagram for the transfer 
characteristic(S21) analysis of the λ/4-microstrip TLT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정확한 신호 전달 특성(S21)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한 방법으로는 그림 6과 같이 임피

던스 변환회로를 대칭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그림 6에
서 특성 임피던스 ZL인 중간 연결 선로의 길이 α2를 그림 

5의 중간 선로의 길이 α1의 두 배로 하면 동일한 임피던

스 변환회로 두 개가 대칭 연결된 형태가 된다. 그러면 

입력단과 출력단의 특성 임피던스가 동일하여 신호 전

달 특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값은 한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의 두 배가 된다. 하지만 그

림 5의 회로는 임피던스 변환회로 출력 단에서 종단 저

항 RL과 정합되어 이론적으로 출력 선로 길이 α1와 상관

없이 입력 단자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가 없게 된

다. 반면 그림 6의 회로는 특성 임피던스 ZL인 연결 선로

의 길이 α2에 따라 반사되는 신호 세기(Γ2)가 변하게 된

다.[12] 그러므로 그림 5와 6에서 단순히 특성 임피던스 

ZL의 선로 길이 α2가 α1의 두 배라고 해서 대칭 연결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 값이 한 개의 임피

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 값의 두 배가 되는 것

은 아니다. 
그림 6의 대칭 연결된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이용하

여 측정한 신호 전달 특성 값이 그림 5의 한 개의 임피던

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 값의 두 배가 되기 위한 

특성 임피던스 ZL인 연결 선로의 길이 α2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그림 6의 대칭 연결된 임피던스 변환회

로를 ABCD-파라미터로 표현하면 식 (11)이 된다. 여기

서 θ는 중간 연결 선로 길이 α2에 대한 값을 전기적 위상 

변화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ABCD-파라미터 값을 이용

하여 대칭 연결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입력 신호 반사 

특성과 신호 전달 특성을 표현하면 식 (14)와 (15)가 된

다. 식 (16)은 신호 전달 특성 값을 데시벨[dB]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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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최적으로 종단이 정합된 한 개의 임피던

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 값인 식 (10)에 대해 대칭 

연결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 값인 식 

(16)의 값이 두 배가 되면 특성 임피던스 ZL인 중간 연결 

선로의 길이 α2는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동작 특성에 영

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조건을 이용하여 대칭 

연결된 임피던스 변환회로에서 신호 전달 특성 값에 영

향을 주지 않는 중간 연결 선로의 전기적 위상 길이 θ를 

구하면 식 (17)이 된다. 식 (17)을 살펴보면 임피던스 변

환회로에서 완벽하게 원하는 특성 임피던스 값으로 선

로가 구현되고, Z1의 값이 Zo와 ZL의 기하 평균값이 되

면 수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회로 구현에 

있어서 선로 자체에 다양한 기생 성분이 발생하기도 하

고, 완벽하고 정확한 특성 임피던스로 선로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입력 특성 임피던스를 50-Ω, 출력 특성 임피

던스를 12.5-Ω으로 하는 회로에서 정합을 위한 중간 선

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24.99-Ω 또는 25.01-Ω이라면 한 

개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신호 전달특성 값을 얻기 위

해서는 대칭 연결된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중간 연결 선

로의 전기적 길이는 약 45°로 하여야 중간 연결 선로의 

동작 특성이 측정값에 나타나지 않음을 식 (17)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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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작된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특성(S21) 측정

그림 7 (a)는 1GHz를 중심주파수로 하는 λ/4-마이크

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S21)을 

얻기 위해 두 개의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대칭 연결하여 제작한 회로의 모습이다. 제작 회

로의 입력부와 출력부는 특성 임피던스(Zo) 50-Ω으로 

선로 폭(W1)은 1.394mm, 선로 길이는 10mm이고, 임피

던스 정합을 위한 중간 선로는 25-Ω 특성 임피던스(Z1)
로 선로 폭(W2)은 3.618mm, 선로 길이는 50.315mm이

다. 또한 두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대칭 연결하는 

중간 연결 선로는 12.5-Ω 특성 임피던스(ZL)로 선로 폭

(W3)은 8.224mm, 선로 길이는 1GHz에서 전기적 길이 

45°에 해당하는 24.55mm이다.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

호 전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회로의 총 길이는 

145.18mm이다. 그림 7 (b)는 ADS 프로그램에서 제작

된 회로의 기판 특성과 선로 길이를 반영하여 시뮬레이

션을 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1GHz
에서 입력 신호 반사 특성(S11) -89.2dB, 신호 전달 특성

(S21) 0.0dB의 값을 갖고, 1.293GHz에서 입력 신호 반사 

특성(S11) -65.74dB, 신호 전달 특성(S21) 0.0dB의 값을 

가졌다. 1.293GHz에서 낮은 입력 신호 반사 특성(S11)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간 선로(Z1)와 연결 선로(ZL)에서 반

사되는 신호의 위상과 연결 선로(ZL)로 공급된 신호가 

다시 중간 선로(Z1)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의 

위상 결합에 의해 입력 단자로 되돌아오는 신호가 낮아

지고, 출력 단자로 전달되는 신호의 세기를 높아지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2]. 이는 25-Ω 특성 임피던스인 

중간 선로(Z1)의 길이 50.315mm는 1.293GHz 주파수에 

대해 116.4도에 해당되고, 12.5-Ω 특성 임피던스인 연결 

선로(ZL)의 길이 24.55mm는 1.293GHz 주파수에 대해 

116.4도의 반이 되는 58.2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림 7 (c)는 제작된 회로를 Protek A333 Network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를 살

펴보면 0.980GHz에서 입력 신호 반사 특성(S11) -40.64dB, 
신호 전달 특성(S21) -0.154dB의 값을 갖고, 1.232GHz에
서 입력 신호 반사 특성(S11) -36.158dB, 신호 전달 특성

(S21) -0185dB 값을 가졌다. 이는 TLX9- 0200-CH/CH 
기판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현하면 신호 손실이 발생하고, 
제작된 회로에서 정확한 특성 임피던스의 폭과 길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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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7 (b)의 

시뮬레이션 값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림 7 (a)의 형태로 구현된 두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가 

연결된 회로의 손실 값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약 

-0.15dB의 신호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제작된 회로에서 

측정된 최저 신호 전달 특성(S21) 값인 -0.154dB와 거의 

동일한 값이다. 또한 중심주파수 1GHz에서 임피던스 변

환회로를 제작하면 이론적으로 0.987GHz로 중심 주파

수로 변화되어 동작하게 되는 데, 측정된 값을 보면 중심

주파수가 0.980GHz로 이론적인 값과 매우 유사하였다. 
두 번째로 낮은 입력 신호 반사 특성(S11)를 만드는 연결 

선로 길이도 24.55mm로 제작되지만 이론적으로 회로에

서 인식되는 길이는 1.012mm 늘어난 25.562mm가 되며 

이는 1.242GHz에서 전기적 길이 58.2도에 해당된다. 제
작 회로를 이용하여 측정된 두 번째 낮은 입력 신호 반사 

특성(S11) 주파수는 1.232GHz로 앞서 계산된 1.242GHz 
주파수 근처에서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론적으로 1GHz에서 제작한 하나의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0.980GHz에서 중심주파수가 발생

하고, 신호 전달 특성(S21)은 약 –0.075dB라 할 수 있다. 

(a)

(b)

(c)
Fig. 7 The operation characterstics(S11 & S21) of the 
λ/4-microstrip TLT; (a) The fabrication photograph, 

(b) Simulation result using ADS, and (c) Measurement 
result 

Ⅳ. 결  론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이론적인 동작 특성과 신호 전달 

특성(S21)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대칭 연결한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이용하여 한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 특성을 얻기 위한 중간 

연결 선로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한 식을 유도하였다. 또
한 유도한 수식을 이용하여 1GHz를 중심 주파수로 하

는 4:1(50-Ω:12.5-Ω) λ/4-마이크로스트립 임피던스 변

환회로를 대칭 연결한 상태로 제작하여 한 개의 임피던

스 변환회로의 동작 특성을 살펴보았다. 측정 결과는 이

론식을 이용한 예상 결과와 거의 동일하여 유도한 수식

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유도한 수식

을 이용하면 다양한 임피던스 비율로 변환되는 임피던

스 변환회로에서 대칭 연결된 임피던스 변환회로 제작

을 통해 한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동작 특성을 파악

하는 데 보다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

피던스 변환회로의 해석 및 실제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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