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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칩커패시터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하여 LH 구조의 단위셀을 고안하고, 제안된 단위셀로

부터 등가회로를 추출하여 단위셀의 제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광대역 고역통과필터를 설계하는데 적용하였다. 이 

필터는 고역통과 특성을 갖는 여러 개의 단위셀을 종속 연결하여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에 구현하였으며, 그 성능은 

0~2.18 GHz의 저지대역에서 62.9dB의 대역제거 특성과 3.0~12.75 GHz의 통과대역에서 1.17dB 이하의 삽입손실을 

갖는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unit cell of LH structure using microstrip transmission line and chip capacitor is devised, and the 
reactive components of equivalent circuit are extracted from the proposed unit cell.  And then, we have analyzed for the 
unit cell parameters and applied the characteristics to the wideband high pass filter design.  This filter cascading several 
unit cells with high pass property has been implemented on microstrip transmission line, and the performance has  been 
the band rejection characteristics of 62.9 dB  in the stop band to 0~2.18 GHz and less than the insertion loss  of 1.17 dB 
in the pass band from 3.0G Hz to 12.75 GHz.

키워드 : LH 구조,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 광대역 고역통과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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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메타물질은 특수한 전자기적 성질을 갖는 이상적으

로 균질한 구조로서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은 인공적

인 물질이다. LHM (Left-Handed Metameterials)은 대

표적인 메타물질이며,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67
년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발표되었다. 논문에서 Viktor 
Veselago는 LHM의 존재 가능성과 LHM이 스넬(Snell)
의 법칙, 도플러(Doppler) 효과, 그리고 체렌코브

(Cerenkov) 방사 등 기존의 물리법칙과 반대로 되는 현

상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LHM 내에서는 전계, 자계와 

전파 벡터의 방향이 기존 물질과는 역으로 형성됨을 보

여주었다. 결국 LHM 내에서는 전자파의 군속도와 위

상속도의 진행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을 이루는 후진파

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는 소스에서 멀리 이

동하지만 음의 굴절율로 인하여 전자파는 에너지 전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1]. Veselago는 LHM
의 존재를 예측했지만, 실험적인 인증은 30여년 후에야 

D. R. Smith와  J. B. Pendry에 의해 주기적인 금속 도체 

구조와 분할 링 공진기(Split Ring Resonator)를 2차원 

공간에 배열하여 LHM의 특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

다[2]. 그 이후 선형 다이폴 구조와 SRR을 조합한 방식, 
또는 그 변형 구조가 LHM의 실제적인 구현에 많이 이

용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진현상에 기반을 둔 구

조이기 때문에 좁은 대역폭과 큰 손실 등의 문제점으로 

마이크로파 대역에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단점

을 구복하기 위하여 메타물질의 전송선 접근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 T. Itoh와 C. 
Caloz는 기존 전송선의 등가회로에 쌍대성 원리를 이용

한 LH 전송선을 발표하였다[3].
마이크로스트립 LH 메타물질 전송선로는 주파수 선

택성이 높으며 손실이 낮을 뿐 아니라 대역폭이 넓으면

서도 집적회로를 구성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시스템을 설계함 있어서 소형화, 저비용, 그
리고 저전력 손실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LH 전송선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PLH (Purely LH) 
구조는 전송선이 내포하고 있는 기생효과로 인하여 실

제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합구조인 “C-CRLH 
(Conventional Composite Right and Left-Handed)”의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4-6]. C-CRLH 모델[4]은 LH(LL, 
CL) 성분과 RH(LR, CR) 성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C-CRLH 구조를 이용하여 RH 성분과 LH 성분을 조절

하면서 저역통과필터(LPF), 고역통과필터(HPF), 대역

통과필터(BPF), 그리고 대역저지필터(BRF)를 설계할 

수 있다[7-13]. 
본 논문에서는 초고주파대역에서 필터를 설계하기 

위하여 LH 메타 단위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마이

크로스트립 선로로 구성된 메타셀 구조를 칩소자와 

집적화하여 특성이 우수하면서도 소형화된 필터를 개

발한다. 메타셀 구조를 갖는 소형화된 필터를 구성함

에 있어서 C-CRLH 회로구조의 마이크로스트립 전송

선로를 이용하여 LH 성질이 우수한 고역통과 특성의 

단위셀을 고안한다. 그리고 메타 단위셀의 특성을 분

석한 후, 그에 대한 등가회로를 추출하고 고역통과필

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광대역 특성을 갖는 고역통과필터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설계기준 규정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고찰

한다.

Ⅱ.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을 이용한 LH 메타 

단위셀 고안

균질인 C-CRLH 전송선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주파수 범위에서는 관내파장이 전송선의 

길이에 비해 매우 길어 전자기파의 연속성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실제적으로 균질한 C-CRLH 전송선으

로 표현될 수 있다. C-CRLH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구

조는 제조가 단순하여 능동과 수동소자들을 직렬이나 

병렬로 쉽게 연결할 수 있고, 회로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균질한 전송선로에 대한 RLC 기

반의 분포정수 C-CRLH 단위셀과 등가회로를 표현한 

그림이다. 단위셀은 △z의 길이를 갖는 신호전송선, 신
호전송선 사이에 직렬로 놓인 2개의 커패시터 그리고 

병렬 단락스터브 전송선으로 구성되고, 단위셀의 물리

적 미소 길이가 아주 짧은 길이를 가지면 무차원 단위

셀이 된다. 물리적인 미소 길이 △z는 구현하는 커패시

터와 단락스터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신호전송선

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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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LC 기반 마이크로스트립 단위셀

Fig. 1 RLC based microstrip unit-cell 

그림 2. RLC 기반 마이크로스트립 단 위셀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RLC based microstrip unit-cell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 단위셀 구조가  →  
조건을 만족할 때, 그림 1은 균질한 RLC 기반 C- CRLH 
전송선 등가회로인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제 

설계에서 단위셀이 1/4배의 관내파장보다 작으면 RLC 
기반의 균질한 전송선의 특성을 갖는다[3]. 여기서 단위

셀을 설계함에 있어서 적용한 단위길이 △z는 0.147λg 
파장의 길이를 갖는다. 

RLC 기반 단위셀에서 Bloch-Floquet [3] 이론에 관

한 주기적인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RLC 기반 전송선의 

위상정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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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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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이다.

단위셀의 전기적인 길이가 작기 때문에 Taylor 근사

법 cos≈)   를 적용하면 위상정수 

공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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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RLC 기반 C-CRLH 전송선은 작은 전기적인 

길이를 가질 때 이상적으로 균질한 C-CRLH 전송선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인 평형과 불평형 LC 기반의 

C-CRLH 전송선의 분산 특성곡선은 문헌 [3]에 표현되

어 있다.
그림 3의 (a)는 마이크로스트립 단위셀의 시뮬레이

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써 일반적인 C-CRLH 단위셀

[4-7] 보다 차단주파수대역의 스커트특성이 크며, 통과

대역내의 평탄도도 양호하여 다단으로 종속 연결하여 

필터를 구성하면 설계하고자 하는 스펙규정을 만족시

키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현상은 C-CRLH 단위셀을 구

성할 때 칩커패시터를 사용함으로써, 단지 전송선로 만

으로 단위셀을 구성할 때 나타나는 분포정수에 따른 기

생효과와 커플링효과를 제거하여 정확한 LH 회로소자 

값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포정수 회로의 

기생효과와 커플링효과는 직렬 커패시턴스(CL)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필터회로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병렬인덕턴스 성분

은 단락 스터브를 이용하여 구현하고, 단지 직렬커패시

턴스 성분만 칩커패시터로 대치하면 더욱 성능이 양호

한 고역통과필터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림 3의 (b)
는 차단대역과 통과대역에서 나타나는 위상정수에 대

한 분산 다이어그램(dispersion diagram)이다. 분산 다

이어그램은 유전상수가 2.5인 마이크로스트립 기판에 

칩커패시터를 0.147λg의 미소길이 전송선 사이에 직렬

로 연결하고, 병렬로 0.036λg의 단락스터브를 접지면

과 연결하여 단위셀을 구성하였을 때, 회로에 나타나는 

등가소자 성분들을 위상정수 식 (2)에 적용하여 시뮬레

이션한 결과이다. 이 때, 등가회로의 임피던스 성분은 

Rs=0.0051Ω, LR=0.15nH, CL=1.1pF 이고, 병렬 어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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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스 성분은  Gs=0.005Ω, LL=2.5nH, CR=0.015pF 값을 

갖는다. 

 

(a)

(b)

그림 3. 마이크로스트립 단위셀의 시뮬레이션 특성 (a) S-파라

미터, (b) 분산 다이어그램

Fig. 3 Simulation characteristics of RLC based microstrip 
unit-cell (a) S-parameters, (b) dispersion diagram

그림에서 2.75GHz 이하의 차단주파수에서는 위상정

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LH 특성이 나타나고, 그 이

상의 주파수인 통과대역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므

로  RH 특성이 나타난다. 이상적인 고역통과필터 회로

인 경우에는 PLH(Purely LH) 특성을 가지지만 일반적

인 고역통과필터 회로에서는 차단주파수 이하에서만 

LH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림 4처럼 회로를 다단 종속 연결

하여 구성하면 C-CRLH 모델의 단위셀로부터 양호한 

LH 특성을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필터를 구성

할 수 있다. 

Ⅲ.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필터의 

시뮬레이션 특성
 

그림 4는 LH 특성을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단위셀을 

다단 종속 연결하여 구성한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

필터이다. 우선 통과대역 리플이 0.1 dB인 5단으로 구

성된 11차 쳬비쉐프 원형필터[8,9]의 소자 값 (CL, LL)
으로부터 주파수 대역을 고역통과로 변환한 다음 고역

통과필터 회로를 구성한다. 이 때, 필터회로 각 단의 직

렬 임피던스는 짧은 전송선 길이를 갖는 무손실 전송선

을 이용하여 구현하기 때문에 RS 와 LR 성분은 거의 무

시할 수 있으므로, 전송선 양단 사이에 칩커패시터를 

연결하여 CL 성분을 구현하면 된다. 또한 병렬어드미턴

스는 폭이 좁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병렬로 접지단

과 연결하여 무손실 단락 스터브를 구성하면 GS 와 CR 
성분은 무시되고 LL 성분만 구현된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주파수 변환된 각 단의 소자 값을 사다리 형태로 

구성하면 차단주파수 이상의 신호는 잘 통과시키고, 저
지대역의 스커트 특성은 커진다. 그리고 각 단의 LR 성
분과 CR 성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의 폭과 길이를 적절히 조정하면 통과대역이 넓어지고 

반사손실 특성이 줄어든다.

그림 4.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필터 레이아웃 패턴 (43mm× 
8mm)
Fig. 4 Layout pattern of microstrip high pass filter (43mm 
×8mm)

전체 길이가 0.62λg의 작은 크기(43mm×8mm)로 설

계된 그림 4에 대한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필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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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을 보면 

통과대역은 3.0 GHz에서 14 GHz 범위에서 형성되며, 
통과대역내의 S21[dB]의 리플은 0.5 dB, 반사손실 

S11[dB]은 -15 dB 이하, 그리고 2.0 GHz의 차단대역에

서 S21[dB]의 스커트 특성은 -80 dB 이하로 양호한 특성

을 갖는다. 

  

그림 5.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필터의 시뮬레이션 특성 

Fig. 5 Simulation characteristics of microstrip high pass 
filter

Ⅳ. 제작 및 측정 결과

그림 6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최적화 

고역통과필터의 제원을 가지고, 타코닉에서 만든 마이

크로스트립 기판을 사용하여 감광, 에칭, 도금, 조립과

정을 거쳐 5단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필터를 제작한 

후, 벡터네트워크분석기(Vector Network Analyzer)를 

사용하여 1 GHz ∼ 13.5 GHz의 광대역 주파수 범위까

지 20W 전력의 스윕 신호를 인가하여 입력신호의 전달 

특성과 반사특성인 정배파비(Standing Wave Ratio)을 

측정한 것이다. 제작된 필터의 온도 변화에 따른 안정

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온도를 +25°C, -30°C, 
+65°C인 3단계로 변화를 주면서 측정하였다. 우선, 
+25°C에서 피측정 대상인 제작된 필터를 측정 장비에 

연결한 후 30분 동안 가동시키고, 그 다음 30분 동안은 

온도를 +25°C에서 -30°C로 낮추고 나서 1시간 동안 지

속적으로 가동한 다음 -30°C에서의 측정값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30°C에서 +25°C로 온도를 올리고 30분 

동안 가동시킨 후에 다시 +65°C로 올려 1시간 동안 동

작시키고 +65°C에서의 측정값을 얻는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측정온도를 +65°C에서 +25°C로 내리고 30
분 동안 동작시킨 다음 +25°C에서의 측정값을 얻는다. 
온도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달라지는 온도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30분 동안 

천이 시간을 갖는다.
그림 6(a)는 제작한 시작품을 가지고, +25°C에서 측

정한 고역통과필터의 전달특성인 S21[dB]과 반사특성

인 S11[dB]를 표현한 특성 그래프이다. 측정한 필터의 

삽입손실 특성인 S21[dB]은 3.0 GHz ~ 12.75 GHz의 통

과대역인 3.1 GHz, 3.43 GHz 주파수에서  -0.64 dB,  
-1.025 dB이고, 저지대역인  2.18 GHz에서는 -62.67 dB
로 측정되어, -1.05 dB 이하인 양호한 삽입손실과 -62 
dB 이하의 우수한 스커트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입력

과 출력 정재파비 특성은 통과대역인 3.0 GHz, 3.54 
GHz에서  1.52,  1.94로 측정되어 2 이하의 제품 규격을 

만족하였다.
그림 6(b)는 -30°C에서 측정한 고역통과필터의 특

성으로써, 삽입손실 S21[dB]은 동일한 측정 주파수인 

통과대역과 저지대역에서 -0.835 dB, -1.068 dB, -64.68 
dB로 측정되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입

력과 출력 정재파비는 1.47, 1.85로 측정되어 2 이하의 

제품 규격을 만족하였다. 특히, 온도가 +25°C에서 

-30°C로 내려감에 따라 통과대역내의 삽입손실은 

0.043 dB 커지고 저지대역내의 스커트 특성은 2.0 dB 
증가하였다.

그림 6(c)는 -30°C에서 측정한 이 필터의 특성이다. 
삽입손실 S21[dB]은 측정 주파수인 통과대역과 저지대

역에서 -1.16 dB, -1.169 dB, -64.46 dB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 정재파비는 1.53, 1.92로 측정되어 

제품 규격을 만족하였다.
온도가 -30°C에서 +65°C로 올라감에 따라 삽입손

실은 거의 달라지지 않고 스커트 특성만 0.46 dB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그림 6에 나타난 이 필터의 제반

특성은 3.0 GHz ~ 12.75 GHz의 통과대역에서 삽입손

실은 최대 1.17 dB이고, 정재파비는 2.0 이하로서 제

품 규격을 만족한다. 그리고 DC ~ 2.18 GHz의 저지대

역에서는 -60 dB 이하의 우수한 대역제거 성능을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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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필터의 측정결과 (a) 25°C의 

측정결과, (b) -30°C의 측정결과, (c) 65°C의 측정결과

Fig. 6 Measured results of microstrip high pass filter (a) 
measured results at 25°C, (b) measured results at -30°C, 
(c) measured results at 65°C 

표 1.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필터의 측정결과와 규격 

Table. 1 Measured results and specification of microstrip 
high pass filter

Parameter Spec.
 HPF measured results Judge

+25 -30 +65 Pass
/Fail

Passband 3.0 - 12.75 GHz

Insertion Loss Max. 
1.2dB 1.02 1.07 1.17 Pass

VSWR 2:1 1.94:1 1.85:1 1.92:1 Pass

Rejection Band DC - 2.180 GHz

Rejection Min. 
60dB 62.9 64.9 64.6 Pass

그림 7.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필터의 사진 

Fig. 7 Photograpth of microstrip high pass filter 

그림 7은 설계된 회로에 따라 레이아웃패턴을 만들

고 부품들을 조립한 후, 지그에 고정시켜 고역통과필터

를 완성한 시작품 사진이고, 표 1은 측정한 결과를 정리

하여 도표로 나타낸 규격이다. 따라서 이 필터의 성능

은 통과대역 3.0 GHz ~ 12.75GHz, 저지대역 DC ~ 2.18 
GHz, 최대 삽입손실 1.17 dB, 정재파비 1.94, 저지대역 

감쇄 62.9 dB로써 -30°C ~ +65°C의 온도의 변화에도 

스펙에서 정한 규격을 매우 잘 충족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H 단위셀 구조를 통하여 얻어진 설

계제원을 가지고 마이크로스트립 고역통과 필터의 시

작품을 제작하고 측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제반 성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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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광대역특성을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고역

통과필터는 삽입손실, 정재파비, 저지대역 감쇄, 고전

력 테스트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으로 측정되었다. 이 

고역통과필터는 삽입손실 1.08 dB, 정재파비 1.96, 저지

대역 감쇄 61.4 dB, 전력테스트 20W에서  유효한 평가

를 얻어 모든 면에서 스펙에서 정한 규정 값 이상을 만

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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