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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억제 응용을 위한 광대역 저역 통과 필터 설계

여준호1 · 이종익2*

Design of Wideband Low Pass Filter for Harmonic Suppression Applications

Junho Yeo1 · Jong-Ig Lee2*

1School of Computer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search Center, 
Daegu University, Gyeongsan 38453, Korea 
2*Division of Mechatronics Engineering, Dongseo University, Busan 47011,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조파 억제 응용을 위한 광대역 저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 LPF)에 대한 설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안된 광대역 LPF는 동일면 도파관(coplanar waveguide; CPW)의 접지면에 대칭적으로 추가한  4개의 

크기가 다른 원형 슬롯 쌍으로 구성된다. 4개의 원형 슬롯 쌍은 결함접지구조 역할을 하며 광대역 저역 통과 특성을 

가진다. 직경이 가장 작은 원형 슬롯이 포트 1 측에 위치하고 포트 2측으로 가면서 직경이 커지는 형태로 배치하였다. 
각각의 원형 슬롯의 저역 통과 특성을 제안된 광대역 LPF와 비교하였다. 최종 설계된 LPF를 FR4 기판 상에 제작하

고 특성을 실험한 결과, 측정된 S11 특성은 1.89—20.00 GHz 대역에서 –3.3 dB 이상을 유지하였고, S21 특성은 2.66
—20.00 GHz 대역에서 –21.4 dB 이하를 유지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design method for a wideband LPF for harmonic suppression applications is investigated. The 
proposed wideband LPF is comprised of four circular slot pairs with different diameters, which are added 
symmetrically in the ground plane of a CPW transmission line. Four circular slot pairs act as a defected ground 
structure and provide a wideband low pass characteristic. The circular slot with the smallest diameter is located at the 
side of port 1, and the diameter of the circular slot is increased as it goes toward port 2. The low pass characteristics of 
each circular slot are compared with the proposed wideband LPF. The final designed LPF was fabricated on FR4 
substrate,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tested. The measured S11 characteristic was maintained at over –3.3 dB in the 
frequency range of 1.89—20.00 GHz band, whereas the S21 characteristic was less than –21.4 dB in the frequency 
range of 2.66—20.00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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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

로 스마트폰, 가전제품 및 자동차에 인공지능,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신기술들이 융합되어 사용자

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전선을 

이용하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전력을 전송하여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전력전송 혹은 무선 충전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2,3]. 

무선전력전송은 전력 에너지를 무선 전송이 가능한 

자기장이나 전자기파 형태로 변환시켜 전달하는 전력

전송 시스템이다. 근거리에서는 낮은 주파수의 자기장 

결합에 의한 자기 유도 방식이나 코일 간의 자기공명 

현상을 이용하는 자기공명 방식이 사용된다. 원거리에

서는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RF 방식 

혹은 마이크로파 방식이 있다[4].

RF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을 위해서는 수신되는 RF 

신호를 전원 공급에 필요한 DC 신호로 변환시켜주

는 렉테나(rectenna)가 요구된다[5]. 렉테나는 정류기

(rectifier)와 안테나(antenna)의 합성어로서, 안테나와 

대역통과필터, 정류기, 저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 

LPF), 부하저항으로 구성된다. 높은 주파수의 RF 신호

를 정류하여 DC 신호를 만드는 정류기에는 다이오드가 

사용된다. 다이오드는 비선형 소자로서 수신되는 RF 

신호의 고조파(harmonic) 신호가 안테나를 통해 재방사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테나와 정류기 사이

에 대역통과필터를 별도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RF-DC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렉테나의 크기를 증가시키

는 단점이 있다.

별도의 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렉테나의 크

기를 소형화하기 위해 안테나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급

전 구조에 필터를 추가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패치 안테나에 방사면 슬롯과 단락핀을 적절히 배치하

여 고조파를 억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2차 및 3

차 고주파 주파수에는 공진하지 않으나 근처에 다른 공

진주파수가 존재하여 완벽하게 고조파를 억압했다고 

볼 수 없다[6]. 패치안테나의 기판에 작은 구멍을 뚫어  

이차원 PBG(photonic bandgap) 구조를 이용해 2차와 3

차 고조파를 억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7]. 대역저지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 CPW(coplanar waveguide; 동일

면 도파관) 전송 선로의 접지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슬

롯을 대칭적으로 추가한 결함접지구조(defected ground 

structure; DGS)가 제안되었다[8]. 크기가 다른 직사각

형 슬롯을 루프 슬롯 안테나의 CPW 급전 선로에 추가

하여 고조파를 억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9]. 2차 고

조파 억제는 제시되었으나 3차 이상의 고조파 억제 성

능은 알 수 없다. 마이크로스트립 전송 선로의 접지면

에 여러 개의 덤벨(dumbbell) 모양의 슬롯을 추가하여 

광대역 대역저지 특성을 가지는 DGS가 제안되었다

[10]. 반 링 모양 슬롯의 양 끝에 계단형 임피던스 공진

기를 추가하여 크기를 소형화하고 4차 고조파까지 억제

할 수 있는 CPW 급전 슬롯 안테나도 제안되었다[11].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4차 고조파까지만 억

제할 수 있어 5차 이상의 고조파는 억제할 수 없는 단점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PW 전송 선로의 DGS를 이용한 광

대역 LPF에 대한 설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안

된 광대역 LPF는 CPW 전송 선로의 접지면에 대칭적으

로 추가한  4개의 크기가 다른 원형 슬롯 쌍으로 구성된

다. 4개의 원형 슬롯 쌍은 DGS 역할을 하며 광대역 저

역 통과 특성을 가진다. 각각의 원형 슬롯 쌍의 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2.43—25.83 GHz 대역에서 억압값이 

–19 dB이하인 광대역 LPF를 설계하였다. 1.25 GHz를 

1차 공진주파수로 가정할 경우 2차 고조파부터 20차 

고조파까지 억제할 수 있다. 상용 툴인 CST사의 

Microwave Studio(MWS)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설계 변수를 최적화하였다.  최종 설계

된 LPF는 FR4 기판(비유전율 4.4, 두께 0.8mm) 상에 제

작하여 특성을 확인하였다. 

Ⅱ. 대역 저지 필터의 구조 및 설계

2.1. 필터 구조

제안된 광대역 LPF의 구조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LPF는 FR4 기판(비유전율 = 4.4, 두께 = 0.8 mm, 손실 

탄젠트 = 0.025)의 한 면에 인쇄되어 있다. 기판의 길이

와 폭은 각각 L과 W이고, 기판의 두께는 h이다.  CPW 

전송 선로의 신호선의 폭은 wf이고 신호선과 접지면 사

이의 간격은 gf이며, 입력 임피던스 50 오옴과 정합되도

록 설계하였다. 광대역 저역 통과 특성을 얻기 위해 4개

의 직경이 다른 원형 슬롯 쌍(cs1, cs2, cs3, cs4)이 C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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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선로의 접지면에 대칭적으로 추가되었으며, 각각

의 직경은 d1, d2, d3, d4이다. 원형 슬롯 쌍 사이의 간격

은 각각 s1, s2, s3이다. 각 원형 슬롯과 접지면이 만나는 

지점에는 gs만큼의 홈이 파져있다. 직경이 가장 작은 원

형 슬롯 쌍이 포트 1 측에 위치하고 위쪽으로 가면서 직

경이 커지는 형태로 배치하였다.

(a)

(b)

Fig. 1 Geometry of proposed wideband LPF : (a) whole 
view and (b) circular slots with different diameters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proposed wideband LPF

Parameter Value(mm) Parameter Value(mm)

L 91 d4 2.5

W 50.5 s1 2.1

wf 3 s2 0.8

gf 0.3 s3 0.5

d1 14.7 gs 0.5

d2 9.3 h 0.8

d3 3.7

제안된 광대역 LPF의 최적화된 설계 변수들이 표 1

에 나타나 있다. 최적화된 설계 변수는 주요 설계 변수

를 변화시켜 저역 통과 특성을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2.2. 특성 시뮬레이션

본 절에서는 제안된 광대역 LPF를 구성하는 4개의 

직경이 다른 원형 슬롯 쌍의 각각의 저역 통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주어진 CPW 

전송 선로의 중앙에 한 쌍의 원형 슬롯을 접지면에 대

칭적으로 배치하고 슬롯의 직경(d)을 변화시켜 가면서 

S11과 S21 특성을 비교하였다.

Fig. 2 Geometry to evaluate performance of circular 
slot pair

그림 3에서 슬롯의 직경이    인 경우는 

그림 1에서 직경이 가장 큰 슬롯인 cs1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S21 특성의–3 dB 차단 주파수가  1.17 

GHz이고, 2.35 GHz 이후에서 –9.5 dB 이하를 유지하

여 광대역 차단 특성을 보인다. 슬롯의 직경이 

   인 경우, –3 dB 차단 주파수가  2.10 GHz

이고, 3.57 GHz 이후에서 –9.0 dB 이하를 유지한다. 

   인 경우, –3 dB 차단 주파수가  5.67 GHz

이고, 8.77 GHz 이후에서  –9.0 dB 이하를 유지한다.  

   인 경우, –3 dB 차단 주파수가  8.43 GHz

이고, 13.27 GHz 이후에서 – 9.9 dB 이하를 유지한다.

그림 3에서 제안된 광대역 LPF의 S21 특성을 보면 

–3 dB 차단 주파수가  1.70 GHz이고, 2.39 GHz 이후

에서 – 17.8 dB 이하로 유지되어 광대역 차단 특성을 

보인다. S11 특성을 보면 1.87—19.80 GHz 대역에서–

3 dB 이상을 유지한다. 또한 하나의 슬롯 쌍이 있는 경

우에 비해 여러 개의 슬롯 쌍이 있을 경우 S11과 S21의 

차단 특성이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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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Comparison of S11 and S21 characteristics of 
circular slot pairs : (a) S11 and (b) S21 

Ⅲ. 필터 제작 및 실험 결과

그림 4는 제작된 광대역 LPF의 사진이다. 제작된 안테

나의 크기는 91 mm(L) × 50.5 mm(W)이다. 

Fig. 4 Photograph of fabricated wideband LPF

(a)

(b)

(c)

Fig. 5 S-parameters of fabricated wideband LPF : (a) 
S11, (b) S21, and (c) S22

제작된 광대역 LPF의 S파라미터를 네트워크분석기

(Agilent사 N5230A, 주파수 범위: 300 KHz ~ 20 GHz)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결과는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측

정 결과, S11 특성은 1.89—20.00 GHz 대역에서 –3.3 

dB 이상을 유지하고, S21 특성은 –3 dB 차단 주파수가 

1.77 GHz이고  2.66—20.00 GHz 대역에서 –21.4 dB 이

하를 유지한다. S11과 S21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

르면 20 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도 이러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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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측정에 사용된 네트워크 분석

기의 상한 주파수인 20 GHz까지만 측정할 수 있었다. 

측정된 S22 특성은 1.91—7.72 GHz 대역에서 –3.3 dB 

이상을 유지하여 S11과 비교할 때 대역폭이 많이 줄어

듦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LPF를 고조파 억제 특성

을 갖도록 안테나에 연결할 때에는 슬롯의 직경이 큰 쪽

인 포트 2를 안테나에 연결하고, 슬롯의 직경이 작은 쪽 

포트 1으로 급전하는 것이 광대역 특성을 얻는데 유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조파 억제 응용을 위한 광대역 LPF

에 대한 설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안된 광대

역 LPF는 CPW 전송 선로의 접지면에 대칭적으로 추가

한  4개의 크기가 다른 원형 슬롯으로 구성된다. 직경이 

가장 작은 원형 슬롯이 포트 1쪽에 위치하고, 포트 2쪽

으로 가면서 직경이 커지는 형태로 배치하였다.

각각의 원형 슬롯의 저지 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

종 설계된 LPF를 FR4 기판 상에 제작하고 특성을 실험

한 결과, S11 특성은 1.89—20.00 GHz 대역에서 –3.3 

dB 이상을 유지하였고, S21 특성은 –3 dB 차단 주파수

가 1.77 GHz이고 2.66—20.00 GHz 대역에서 –21.4 dB 

이하를 유지하였다. S11과 S21의 경우 20 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도 이러한 성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되나 측정에 사용된 네트워크 분석기의 상한 주파수인 

20 GHz까지만 측정하였다.

제안된 LPF는 CPW 전송 선로로 급전되는 안테나의 

급전 구조에 바로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간 차지 없이 소

형으로 광대역에 걸쳐 고조파를 억제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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