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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대역 고출력 고효율 도파관 공간 결합기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Ka-band high power and high 
efficiency waveguide spatial comb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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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저손실의 도파관 공간결합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공간결합구조는 각 포트의 중심에
서 원형 도파관을 통해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현 하였다. 특히 도파관의 모드 중 전송 선로 손실이 가장 적은 TE01모드를
이용하여 저 손실을 구현하고, 새로운 모드 변환 방식을 적용하여 소형화를 이루었다. 또한 전계 분석을 통해 새로운 
모드 변환 구조의 절연 파괴 전압을 계산하여 고출력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최종 8-way 도파관 공간 결합기를 설계, 
제작하여 삽입 손실은 0.4dB 이하 결합효율 97% 이상의 결과를 얻어 평면 결합 방식 대비 전기적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report proposes a waveguide spatial combiner with high power low loss. The proposed
spatial combiner implements high power by combining from the center of each port through a 
waveguide. In particular, we implement low loss using TE01 mode, which has the lowest transmission
track loss among modes of circular waveguide, and miniaturization is achieved by applying a new mode
conversion method. I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suitable for high output by calculating the
insulation breakdown voltage of the new mode conversion structure through E-field analysis. The final
8-way waveguide spatial combiner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and the insertion loss was less than
0.4dB and the combining efficiency was 97% or more, confirming that the electrical performance was
very good compared to the planar combining method.

Key Words : Ka band, Spatial combiner, Radial Combiner, Mode transition

Ⅰ. 서  론

초고주파 대역에서 개별의 MMIC는 충분한 전력을 생
성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디바이스를 결합하여 요구 출
력을 충족하기 위한 전력 결합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결합기는 PCB 형태의 Hybrid 커플러, Wilkinson 전
력 합성기와 고출력에 유리한 도파관 결합기에 이르기 
까지 많은 설계 기법이 존재하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평
면결합방식은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여 설계 및 제작이 
용이 하지만 결합수가 많아질수록 손실이 증가하고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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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의 
대안으로 공간결합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공간결합 방식은 N개의 입력 신호가 단일 결합이 이
루어 지면서 손실을 줄이고 결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반
면 상대적인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1]

평면결합 방식과 공간결합 방식의 비교는 표 1에 나타
내었다.

표 1. 평면결합방식과 공간결합방식의 비교[1]
Table 1. Comparison of the planar combining technique 

and spatial combining technique

평면결합 방식 공간결합 방식

Wilkinson combiner Radial combiner

구조가 간단 상대적인 구조의 복잡

설계 및 제작이 용이 설계 및 제작 어려움

결합 수에 따른 효율 감소 높은 결합효율 및 결합 수에 따른 
효율 감소 없음

낮은 power rating 높은 power rating

결합 수가 적을 때 유리 결합 수가 많을 때 유리

 
공간 결합 방식은 결합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결합효율

을 갖는다. 이는 결합수가 많아질수록 공간결합방식이 
유리하지만, 적을수록 평면결합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두 결합 방식의 효율이 동일할 때의 결합 소자의 수를  
임계 상수라 하며 식(1)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2]

                      (1)

Binary의 각 단의 손실을 0.2dB, 공간결합 구조의 손
실이 0.5dB로 가정한다면, 임계 상수는 6이 된다. 이는 
6개 미만은 평면결합방식, 6 초과는 공간결합방식이

결합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그림 1.은 삽입 손실과 소자의 개수에 따른 효율 특성 
비교를 나타내었다.

그림 1. 삽입 손실과 소자의 개수에 따른 효율 특성 비교[2]

Fig. 1. Combining efficiency versus insertion loss 
with number of amplifier

Ka 대역용 고출력 SSPA를 구현하기 위해 결합 효율 
만큼 중요한 항목은 내전력이다. 다수의 증폭기를 결합
하여 높은 전력을 얻는 결합기에서 최종 출력을 견딜 수 
없다면 SSPA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산 및 위성 통신용 레이더 시스템에서는 Duty 
30 ~ 40%의 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1], [2]에서 제안한 공간 결합방식은 최종 출력이 동축라
인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회로의 특성상 고출력에 적
합하지 않다. 순수 도파관 구조의 공간결합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Ka 대역의 매우 높은 내전력을 만
족하는 저손실 고효율의 소형화 도파관 공간 결합기를 
구현하는 것으로, H-plane으로 방사된 신호를 중심에서 
원형 도파관으로 결합을 하여 이후에 구형 도파관의 기
본모드로 변환하는 모드 변환기를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
다.

Ⅱ. 본  론

1. 원형 도파관 TE01 mode 8-way 공간 결합기
Ka 대역의 구형 도파관의 규격을 WR22(EIA 규격)로 

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도파관 모드 중  손
실이 가장 적은 전송 모드는 TE01 모드로[3] 입력  도파관
을 H-plane으로 위치 하여 원형 도파관에 TE01모드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원형 도파관의 전송 모드 및 결합기 구조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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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원형도파관 전송 모드. (b) 3D 모델링
Fig. 2. (a) Circular waveguide Transmission mode. (b) 

3D modeling

원형 도파관의 각 모드에서 전송 손실은 그림 3에  표
시 하였으며 분배 손실 9dB를 포함한 정상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모드는 TE01 임을 확인하였다.

각 모드별 삽입손실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9.15dB

그림 3. 도파관 모드별 삽입손실
Fig. 3. Insertion loss by waveguide mode

그림 4는 원형도파관 TE01 모드에서의 시뮬레이션 결
과이다.

(a)

(b)

그림 4. (a) TE01 모드. (b) TE01 모드 시뮬레이션 결과
Fig. 4. (a) TE01 mode. (b) Simulation result of TE01 

mode

2. TE10 – TE01 모드 변환기
TE10–TE01 모드 변환의 대표적인 방법은 

Flower-Petal 변환기와 Marie 변환기이다. 광대역 구
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20cm 
이상의 매우 긴 길이가 필요하다.[4]~[5] 제품의 소형화를 
위해 Yu의 모드 변환 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였다.[6]

그림 5는 TE01 모드 변환기의 3D 모델링을 나타내며 
포트 1에 입력된 구형도파관 기본모드(TE10)는 분배기 
영역에서 특수한 방향의 동일한 진폭 4개의 신호로 분할
되어 90도 등각으로 원형 도파관에 입력이 되고 TE01모
드로 변환하게 된다.

3. 전력결합기 전계 분석
결합기의 출력 포트에 CW(Continuous Wave)신호

를 인가하여 대역 내 Low frequency(fL), Center 
Frequency(fC), High Frequency(fH)에 대해 전계를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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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1

Port 2Impedance
transformer

Matching Post

(a)

(b)
그림 5. (a) 모드변환기 3D 모델링. (b) TE01 모드 시뮬레이

션 결과
Fig. 5. (a) 3D modeling of the TE01 mode transition. 

(b) Simulation result of the TE01 mode

전계 분석은 이상적 환경에서 각 구조물에 발생한 전
계를 통해 방전 임계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 각 
주파수별 전계 값은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전력결합기 전계 분석
Table 2. E-field analysis of power combiner

주파수(GHz) 전   계

fL 24,280 V/m 

fC 23,870 V/m

fH 24,830 V/m

전계 분석을 통하여 반사 손실이 낮을수록 강한 전계
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EM-시뮬레이터를 통한 전계 
분석 결과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a) fL GHz

(b) fc GHz

(C) fH GHz

그림 6. 전력 결합기 전계 분포
Fig. 6. E-field distribution in the power combiner

4. 결합기의 방전 임계 전력 산출
지상 고도 상온에서 도파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연파괴 전압은 3×106 V/m로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 
전계값이 작을수록 높은 방전 임계전력을 확보할 수 있
다.

방전 임계 전력 수식은 다음과 같다.
           Pmax = (Ebrk / Emax)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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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 면

(b) Bottom 면
그림 7. 8-way 도파관 공간 결합기
Fig. 7. 8-way waveguide spatial combiner

식 (2)을 통해 계산된 방전 임계전력은 다음과 같다.

표 2. 결합기의 방전 임계전력 산출
Table 2. Power rating of power combiner

주파수
(GHz) 전   계 방전 임계전력

fL 24,280 V/m 15,267W

fC 23,870 V/m 15,796W

fH 24,830 V/m 14,598W

상기 분석을 통해 사용 전력 대비 충분한 마진을 확보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전계가 높은 부위에 
불연속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장자리에(edge)에 라운
드 처리를 하여 시제를 제작하였다.

5. 전력결합기 제작 및 측정
기구 가공을 통해 회로를 구현하는 도파관에 경우 가

공 방식, 오차 및 조립 구조에 따라 많은 성능 변화가 발
생한다. 설계 단계에서 기구적인 요인을 면밀히 적용하
여 최적화를 진행하고, 도면화 하여 제작을 하였다. 기구
는 크게 4-파트로 분리하여 회로를 구현하고, 조립 공차
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구물에 가이드 핀을 적용하였
다. 결합기의 제작 사진은 그림 7.과 같다.

도파관 플랜지(Flange)는 국제 표준 규격인 
UG-383/U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N5224A 회로망 분
석기 및 N4693-60002 E-Cal kit을 통해 교정
(Calibration)을 하고 도파관 어댑터를 연결하여 시험을 
하였다. 측정하지 않는 포트는 종단을 하였다. 측정 사진
은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 8-way 도파관 결합기 측정 사진
Fig. 8. The waveguide combiner measurement photo

시험 결과는 매우 우수하여 반사 손실은 사용 주파수 
대역에서 23dB 이상, 삽입손실은 8-way의 분배 손실 
9dB를 제외하고 0.4dB 이하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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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공간 결합기 반사손실, 삽입손실 측정 결과
Fig. 9. The spatial combiner IL, RL measurement 

results

격리도는 각 포트의 중심에서 결합이 되는 공간 결합
기의 구조상 비슷한 위치에서의 격리 특성은 유사하여 
본 논문에서는 4개의 격리 특성을 비교하였다. 회로망 
분석기를 통한 격리도 측정 연결도는 그림 10에 나타내
었다.

  

(a) Isolation_1         (b) Isolation_2

 

(c) Isolation_3         (d) Isolation_4

그림 10. 회로망 분석기 격리도 측정 연결도
Fig. 10. Isolation measurement setup of network 

analyzer

격리도 특성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접 포트 들은 8 
~ 9dB의 양호한 성능을 보인 반면, 마주 보고 있는 포트
들은 4 ~ 5dB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진행하는 파와 일직선 상에 존재하여 신호를 감쇄할 수 
있는 저항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다.

그림 11. 공간 결합기 격리도 측정 결과
Fig. 11. The spatial combiner isolation measurement 

results

결합기의 결합 효율은 고출력 고효율의 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실제 결합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배기와 결합기
의 손실을 고려해야 하나, 단위 전력 증폭기의 이득이 충
분히 크다면, 분배기의 손실은 무시되며 결합기의 손실
에 의해 결합 효율이 결정된다.

  ≈










                  (3)

그림 12. 출력 결합 효율
Fig. 12. Output combin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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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효율을 구하기 위해 각 포트의 평균 손실을 구한 
후 식 (3)을 통해 계산을 하고 그림 12에 그 결과를 나타
내었다.

8-way 도파관 공간결합기의 결합효율은 사용 대역에
서 97% 이상의 매우 우수한 결합 효율을 확인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Ka 대역)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8-way 도파관 공간 결합기에 대해 연구를 하였
다. 

구형 도파관으로 입사된 신호를 중심에서 원형 도파관
으로 결합을 하여 고출력을 구현하고, 바뀐 모드를 분배
기 영역에서 특수한 방향의 동일한 진폭 4개의 신호로 
분할하여 원형도파관에 연결하는 구조를 적용하여 소형
화를 이루었다.

전기적 성능은 삽입손실 0.4dB 이하 반사손실 23dB 
이상의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비록 바이너리 결합
기 대비 낮은 격리도 특성을 보였으나 바이너리 결합기 
대비 15 ~ 17% 이상의 높은 결합 효율을 보여 고출력 
고효율 시스템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결과를 통해 초고주파, 고출력 
고효율 SSPA에 다방면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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