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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선을 이용한 역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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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band Impedance Transformer Using a Coaxial Cable

Unghee Park*

요  약

역 주 수 역에서 동작하는 동축선을 이용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는 일반 으로 고정된 임피던스 비율

(1:n2 or n2:1, n은 이블 수)의 값으로 임피던스 변환을 하는 회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임

피던스 변환 비율이 가능한 동축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안하 다. 한, 제안된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동작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50-Ω to 25-Ω, 50-Ω to 20-Ω, 50-Ω to 9-Ω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를 제작하여 반사 특성

을 살펴보았다. 제작된 트랜스포머는 50-Ω to 25-Ω와 50-Ω to 20-Ω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는 3-옥타  이상의 주 수 

역에서, 50-Ω to 9-Ω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는 한 옥타  주 수 역 이상에서 입력 반사 계수(S11)의 값이 -15dB 

이하의 값을 가졌다. 

ABSTRACT

A coaxial-cable impedance transformer used in wideband frequency range is generally restricted to the fixed impedance transformation 

ratio as n2:1 or 1:n2(n: the number of coaxial cabl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coaxial-cable impedance transformer to have an 

arbitrary impedance transformation ratio. We have fabricated three impedance transformers(50-Ω to 25-Ω, 50-Ω to 20-Ω and 50-Ω to 9-Ω) to 

confirm the operation characteristic of the suggested impedance transformer. The reflection characteristics (S11) of the fabricated 50-Ω to 25-

Ω and 50-Ω to 20-Ω impedance transformer were less than -15dB over about 3-octaves frequency range and the reflection characteristic (S11) 

of the fabricated 50-Ω to 9-Ω impedance transformer was less than -15dB over about 1-octave frequency rang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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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 주 수 역에서 사용하는 소자  회로는 구성 

성분과 구조 등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다. 서로 다른 특성 임피던스의 소자  회로 사이에서 

RF 신호를 안정 으로 달하기 해서는 간에서 임

피던스 정합이 필요하다.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는 이러

한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갖는 소자  회로 사이에서 임

피던스 정합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요한 소자이다. 이 

 송선 트랜스포머는 높은 동작 력과 매우 넓은 주

수 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역 임피던스 변환

소자로 자주 사용된다.  

송선 트랜스포머는 1944년 George Guanella와 1959

년 Clyde Ruthroff에 의해 제안된 후, 많은 종류의 회로가 

연구되어 발표되고 있다[1][2]. 송선 트랜스포머를 구

하는 가장 표 인 방법은 페라이트 코어( 는 비드)

와 여러 개의 권선을 이용하는 방법과 동축선을 이용하

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페라이트 코어와 여러 개의 

권선을 이용하는 송선 트랜스포머는 다양한 값의 임

피던스 변환이 용이하고 작은 크기로 제작 가능하다. 하

지만 상 으로 력 회로와 낮은 주 수 역에서 

주로 사용하며, 권선의 간격과 길이에 의해 특성이 변하

므로 동일한 특성 재 이 어렵다는 단 이 존재한다[3]. 

일정 길이의 동축선을 이용한 송선 트랜스포머는 동

작 재 성이 뛰어나고, 고 력 회로와 상 으로 높은 

주 수 역까지 사용 가능한 장 을 갖는다. 하지만 정

해진 임피던스 비율로만 동작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4][5]. 

본 논문에서는 동축선을 이용한 송선 트랜스포머

에서 기존의 고정된 임피던스 비율의 동축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에 추가 으로 하나의 동축선을 사용하여 

다양한 임피던스 변환이 가능한 회로를 제안하 다. 

한, 제안된 회로를 50-Ω to 25-Ω, 50-Ω to 20-Ω, 50-Ω to 9-

Ω 임피던스로 송선 트랜스포머를 제작하여, 제안된 

회로의 동작 특성을 살펴보았다.

Ⅱ. 본  론

1. 일반 인 동축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일반 으로 동축선을 이용하는 송선 트랜스포머

는 1:n2 는 n2:1 (n: 정수) 임피던스 변환에 사용된다. n

은 트랜스포머에서 이용하는 동축선의 개수를 의미한

다. 일반 으로 2개의 동축선을 사용하면 1:4 는 4:1의 

임피던스 변환이 되며, 3개의 동축선을 사용하면 1:9 

는 9:1 임피던스 변환이 된다. 

Vin

Iin Iout

Vout

(a) 

Vin

Iin Iout

Vout

(b) 

V in

Iin Io u t

Vo ut

(c) 

그림 1. 일반 인 송선 트랜스포머 블록 
다이어그램, (a) Guanella 4:1 트랜스포머, (b) 

Guanella 9:1 트랜스포머, (c) Ruthroff 4:1 트랜스포머
Fig. 1 Block diagram of the general transmission line 
transformer, (a) Guanella 4:1 transformer, (b) Guanella 

9:1 transformer, (c) Ruthroff 4:1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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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입력 임피던스를 50-Ω이라 하면, 1:4 임피던

스 변환은 높은 임피던스로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력 임피던스는 200-Ω이 된다. 반면, 4:1 임피던스 변환

은 낮은 임피던스로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력 임

피던스는 12.5-Ω이 된다. 

그림 1의 (a)는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는 동축 선로

를 이용한 Guanella 4:1 송선 트랜스포머이다. 입력 임

피던스를 50-Ω, 출력 임피던스를 12.5-Ω으로 하면 동축

선 선로는 두 임피던스의 기하 평균값인 25-Ω을 사용하

여야 한다. 동축선을 이용한 트랜스포머는 동축선이 견

딜 수 있는 력에서 매우 낮은 주 수부터 최  동축 선

로의 반 장(λ/2) 정도까지 동작 가능한 역 임피던

스 트랜스포머이다. 동작 주 수 역의 낮은 주 수에 

한 제한은 주로 동축선에 존재하는 기생 인덕턴스와 

패시턴스에 의해 발생되며, 높은 주 수에 한 제한

은 동축선의 길이와 동축선의 기생 성분의 결합에 의해 

발생된다. 그림 1의 (b)는 세 개의 동축 선로를 이용한 

Guanella 9:1 송선 트랜스포머로 입력 임피던스 50-Ω

인 경우 출력 임피던스는 5.6-Ω이 된다. 그림 1의 (c)는 페

라이트 코어와 두 개의 권선을 이용한 Ruthroff 4:1 송

선 트랜스포머이다. 권선을 이용하여 구 한 임피던스 

변환 트랜스포머는 높은 력에서 동작하기 해서는 

두꺼운 권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권선에 많은 기

생 성분이 발생하게 되어 상 으로 동축선을 이용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보다 낮은 주 수 역에서 동작

하게 된다.

2. 제안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동축선을 이용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는 회로의 재

성, 높은 동작 력  역 주 수 동작 역의 장

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임피던스 변환 비율은 동축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의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추가

인 동축선 한 개를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임

의의 원하는 임피던스 변환 비율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동

축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를 제안하 다. 그림 2의 (a)

는 Guanella 4:1 트랜스포머에 추가 인 동축 선로를 이

용하여 구 한 임의의 임피던스 변환 비율을 가지는 블

록다이어그램이다. 그림 2의 (a)에서 동축선 A, B, C의 

임피던스를 a, b, c 라 하면, 제안된 송선 트랜스포머에

서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는 식(1)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oaxial cable ‘C ’

V in

I in Iou t

Vo u t

C oaxial cable ‘A ’

C oaxial cable ‘B ’

(a)  

Coaxial cable ‘D ’

Vin

Iin Iout

Vout

Coaxial cable ‘A ’

Coaxial cable ‘C’

Coaxial cable ‘B’

(b) 

 
그림 2. 제안하는 동축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블록 
다이어그램, (a) Guanella 4:1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구조, (b) Guanella 9:1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구조
Fig. 2 Block diagram of the suggested coaxial-cable 
impedance transformer, (a) the suggested circuit by 
using Guanella 4:1 transformer, (b) the suggested 
circuit by using Guanella 9:1 transformer

입력 임피던스의 값은 입력부에서 살펴보면 동축선 

B와 동축선 C는 동축선의 내부 선로가 병렬로 연결되

어 있고, 이것은 동축선 A의 외부 표피에 직렬 연결되

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한, 출력 임피던스는 출

력부에서 살펴보면 동축선 C의 내부 선로는 동축선 B

의 표피에 연결되어 직렬 연결 형태가 되고, 이 연결은 

다시 동축선 A의 내부 선로와 병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기 때문이다. 

식 (1)과 (2)에서 입력 임피던스 Zin와 출력 임피던스 

Zout이 결정되면, 동축선 A, B, C의 임피던스 값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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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의의 임피던스 변환이 가능한 동축선 임피던스 트

랜스포머를 구 할 수 있다. 보다 높은 비율의 임피던스 

변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 )
( )cb

cb
aZ

in

+

×
+=

      (1)

( )
cba

cba
Z

out

++

+×
=

                    (2)

그림 1의 (b)와 같이 Guanella 9:1 트랜스포머에 추가 

동축선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그림 1의 (b)의 입

력 임피던스 Zin와 출력 임피던스 Zout은 식 (3)과 (4)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Guanella 트랜스포

머에 추가 인 동축선을 입력부에서는 병렬로, 출력

부에서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다양한 임피던스 변

환 비율의 동축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를 구 할 수 

있다. 

( )
( )dc

dc
baZ

in

+

×
++=

               (3)

( )
( ) ( ) badcadcb

dcba
Z

out

×++×++×

+××
=

   (4)

3. 제안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제작  결과

제안된 임의의 임피던스 변환 비율을 가지는 동축선 

트랜스포머의 동작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Guanella 

4:1 트랜스포머에 추가 인 선로를 사용하는 형태로 입

력 임피던스 50-Ω, 출력 임피던스가 25-Ω인 임피던스 트

랜스포머와 입력 임피던스 50-Ω, 출력 임피던스가 20-Ω

인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를 제작하 고, Guanella 9:1 트

랜스포머에 추가 인 선로를 사용하는 형태로 입력 임

피던스 50-Ω, 출력 임피던스가 9-Ω인 임피던스 트랜스

포머를 제작하 다. 동축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에 사

용된 동축선은 SXE CERNEX로 100-Ω, 75-Ω, 50-Ω, 25-Ω 

임피던스 동축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임피던스의 동축

선을 구 하 다.

입력 임피던스 50-Ω, 출력 임피던스가 25-Ω인 임피

던스 트랜스포머에서는 동축선 A는 75-Ω 동축선 두 개

를 병렬 연결하여 37.5-Ω 임피던스를 구 하 고, 동

축선 B는 50-Ω 동축선 사용하여 제작하 다. 한, 동

축선 C는 25-Ω 동축선과 100-Ω 동축선을 병렬 연결하

여 20-Ω 임피던스 동축선을 구 하 다. 구 된 동축

선의 길이는 모두 100 mm로 하 다. 이 게 구 된 임

피던스 트랜스포머의 이론 인 입력과 출력 임피던스 

값은 식(1)과 (2)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입

력 임피던스는 51.8-Ω, 출력 임피던스는 24.4-Ω의 값을 

갖는다. 

 

표 1. 제안된 동축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동작 특성
Table. 1 The reflection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coaxial-cable impedance transformer

(입력 임피던스 : 50-Ω)

출력

임피던스 

동축선 특성 주 수 범  

(S11 <-15dB)동축선 임피던스(Ω)

25-Ω

A 37.5 (75//75)

41.7 ~ 385.3 MHzB 50

C 20 (25//100)

20-Ω

A 42.85 (75//100)

59.0 ~ 405.4 MHzB 18.75 (25//75)

C 18.75 (25//75)

9-Ω

A 25

92.2 ~ 250.1 MHz
B 16.7 (25//50)

C 12.5 (25//25)

D 50

그림 3의 (a)는 제작된 50-Ω to 25-Ω 임피던스 트랜

스포머의 모습이고, 그림 3의 (b)는 Protek A333 

network analyzer을 이용하여 측정된 50-Ω to 25-Ω 임피

던스 트랜스포머의 입력 반사계수(S11) 값이다. 측정된 

값을 보면 41.7 MHz에서부터 385.3 MHz까지 약 3-옥

타  이상의 주 수 역에서 입력 반사계수(S11)의 값

이 -15 dB 이하의 값을 가짐을 볼 수 있다. 입력 임피던

스 50-Ω, 출력 임피던스가 20-Ω인 임피던스 트랜스포

머는 동축선 A는 42.85-Ω 임피던스, 동축선 B와 C는 

18.75-Ω 동축선을 이용하여 구 하 다. 이 값을 식 (1)

과 (2)에 입하면 입력 임피던스 52.2-Ω, 출력 임피던

스 20.0-Ω이 된다. 

그림 3의 (c)는 제작된 50-Ω to 20-Ω 임피던스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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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머의 동작 특성으로 약 59.0 MHz에서부터 405.3 MHz

까지 입력 반사계수(S11) 값이 -15 dB 이하의 값을 가짐

을 볼 수 있다. 입력 임피던스 50-Ω, 출력 임피던스가 9-Ω

인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는 동축선 A는 25-Ω 임피던스, 

동축선 B는 16.7-Ω 임피던스, 동축선 C는 12.5-Ω 임피던

스, 동축선 D는 50-Ω 임피던스 동축선을 이용하여 구

하 다. 

(a) 

(b)

(c) 

(d) 

그림 3.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사진  특성. 
(a) 제작된 50-Ω to 25-Ω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b) 50-Ω to 25-Ω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반사 특성 
(c) 50-Ω to 20-Ω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반사 특성 
(d) 50-Ω to 9-Ω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반사 특성
Fig. 3 Photograph and reflection characteristic of the 
fabricated impedance transformer, (a) Fabricated 50-Ω 

to 25-Ω impedance transformer, (b) The reflection 
characteristic(S11) of 50-Ω to 25-Ω impedance 
transformer, (c) The reflection characteristic(S11) of 
50-Ω to 20-Ω impedance transformer, and (d) The 
reflection characteristic(S11) of 50-Ω to 9-Ω 

impedance transformer

이 값을 식 (3)과 (4)에 입하면 입력 임피던스 51.7-

Ω, 출력 임피던스 8.6-Ω이 된다. 그림 3의 (d)는 제작된 

50-Ω to 9-Ω인 임피던스 트랜스포머의 동작 특성으로 약 

92.2 MHz에서부터 250.1 MHz까지 입력 반사계수(S11) 

값이 -15 dB 이하의 값을 가졌다. 상 으로 50-Ω to 9-Ω

인 임피던스 트랜스포머의 동작 역이 다른동축선 임

피던스 트랜스포머의 동작 역보다 은 것은 병렬로 

연결된 동축선의 임피던스 차에 의한 신호 불균형과 동

축선 개수가 늘어날수록 동축선에 존재하는 기생 인덕

턴스와 패시턴스 성분이 동작 역에 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으로 단된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변환 비율이 고정된 Guanella 

송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에 한 개의 추가 동축선을 

추가하여 임의의 임피던스 변환 비율이 가능한 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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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트랜스포머를 제안하 다. 제안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고정 비율이 아닌 다양한 임피던

스 변환이 가능함을 50-Ω to 25-Ω, 50-Ω to 20-Ω, 50-Ω to 

9-Ω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를 제작하여 동작 특성을 살펴

보았다. 제작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는 Guanella 4:1 임

피던스 트랜스포머에 한 개의 추가 동축선을 입력부에

는 병렬 연결, 출력부에는 직렬 연결한 경우에는 3-옥타

 역 이상에서 입력 반사특성(S11) –15 dB 이하의 값

을 가졌고, Guanella 9:1 임피던스 트랜스포머에 한 개의 

추가 동축선을 연결한 경우에는 1-옥타  역 이상의 

역에서 입력 반사특성(S11) –15 dB 이하의 값을 가

졌다.  

제안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는 동축선으로만 구성

되어 높은 력에서 안정 으로 구동할 수 있는 구조

로 동작 주 수 범 도 한 옥타  역 이상의 역

이다. 이는 역 력 분배기, 역 발룬, 고출력 

증폭기, 고출력 안테나 등 다양한 회로에서도 제안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는 안정 으로 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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