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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자기학에서 물질 혹은 매질의 특성을 나타내
는 변수로서 유전율(permittivity), 도전율
(conductivity), 투자율(permeability)가 사용된다. 

유전율과 도전율은 전기장과 관련이 있는 매질변
수이고, 투자율은 자기장과 관련된 변수이다. 유
전율은 유전체에 외부 전기장이 인가되었을 때 
내부 전하가 얼마나 분극되는 지를 나타내는 척
도로 사용된다. 유전체의 유전율은 자유공간의 유
전율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를 유전상수(dielectric 

constant)로 나타낸다. 유전율이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고 동일 주파수에서 회로소
자나 안테나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1]. 

따라서 RF 회로 및 안테나 설계를 위해서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정확한 유전율 값이 필요하다.

또한, 유전율을 측정하여 물질의 특성 규명 또
는 물질의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식품 산업의 품질 관리, 바이오 센싱 또는 지층 
탐지와 같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응
용 분야에서, 시험 대상 샘플의 물질 구성, 습기 
또는 수분 함량 등과 같은 특성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2].

유전율을 이용한 물질의 특성 규명을 위해 많
은 방법이 제안되고 사용되었으며, 자유 공간 방
법(free-space method), 근거리장 센서 방법
(near-field sensor method), 공진 공동 방법
(resonant cavity method) 및 전송선로 방법
(transmission line method)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이 중에서 공진 공동 방법이 협대역에서 가
장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동 제작
이 힘든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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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넓은 대역에서 물질 특
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모양 공진 개구를 이용한 평
면 기판의 유전율 특성을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
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의 접지면
에 H-모양 공진 개구를 추가하여 대역 저지 필터
를 생성하였다.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의 접지
면 뒤에 2mm 두께의 평면 기판을 놓고 기판의 
유전율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변화를 조사하
였다. 기존의 상보 분할 링 공진기 구조를 사용하
였을 때와 비교하여 기준 공진주파수에 대한 주
파수의 변화 비를 비교하였다.

II.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와 접지면 
H-모양 공진 개구 설계

그림 1. 제안된 접지면 H-모양 공진 개구가 있는 마이크로스

트립 전송선로 구조.

그림 1은 제안된 접지면 H-모양 공진 개구가 
있는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는 유전상수가 
3.48이고 손실탄젠트가 0.0031, 두께가 0.75 mm인 
Roger사의 RO4350 기판에 설계하였다. 마이크로
스트립 전송선로의 길이는 100 mm이고 폭은 
1.68 mm이다. 접지면의 길이는 100 이고 폭은 50 

mm이다. 접지면에 삽입된 H-모양 개구의 길이는 
12 mm이고, 개구의 중심부에 추가된 리지(ridge)

의 폭은 7 mm이며 리지 사이의 간격은 0.2 mm

이다.

그림 2는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의 H-모양 
개구가 삽입된 접지면 뒤에 두께 2 mm의 피시험 
유전체 기판을 추가하였을 때 유전체 기판의 유
전상수의 변화에 따른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
의 전달계수(S21)의 공진주파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의 접지면에 H-모

양 공진 개구를 추가함으로써 대역 저지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피시험 기판의 유전상수가 
1일 때 S21의 공진주파수는 3.156 GHz이다. 유전
상수가 2로 증가하면 공진주파수는 2.814 GHz로 
이동하고 유전상수 1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8% 변화하였다. 유전상수가 3일 때 공진주파수
는 2.568 GHz로 이동하고 유전상수 1일 때와 비
교할 때 18.6% 변화하였다. 유전상수가 4일 때는 
공진주파수가 2.376 GHz로 이동하고 유전상수 1

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7% 변화하였다. 또
한, 유전상수가 커질수록 대역폭도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제안된 H-모양 개구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기존의 상보 분할 링 공진기 구조를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기준 공진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변화 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2. 피시험기판의 유전상수 변화에 따른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의 전달계수 공진주파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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