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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도파관의 얇은 횡단면에 변형된 H-형 아이리스를 배치하여 대역 통과 여파기(bandpass filter; BPF)
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안된 소형 공진 아이리스(resonant iris; RI)는 전형적인 H-형 RI 중앙의 수평

방향 일자형 간극을 U형으로 변형하여 간극의 등가 커패시턴스를 증가시키고 아이리스의 양측 수직방향 일자형 슬

롯들을 C형으로 변형하여 등가 인덕턴스를 증가시킨 구조이다. 제안된 RI와 전형적인 H형 RI의 주파수에 따른 특성

을 비교하여 소형화에 유리하고 차단특성이 우수함을 관찰하였다. 제안된 아이리스 구조의 등가 인덕턴스, 등가 커

패시턴스, Q 값(quality factor) 등을 추출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안된 아이리스 구조를 이용하여 9.5 GHz 대역

(9.18－9.84 GHz, 삽입손실 0.3 dB, 반사손실 14 dB)에서 동작하는 3차 BPF를 설계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a design method for a band-pass waveguide filter with a modified H-type resonant iris (RI) 
placed in a thin transverse wall of a rectangular waveguide. The horizontal straight gap at the center of a conventional 
H-shaped iris is modified to a U-shaped one to increase the equivalent capacitance, and the equivalent inductance is 
improved by changing the vertical two straight slots into C-shaped ones. From some simulation results for the frequency 
response of the proposed RI, it was observed that the proposed iris was advantageous for reducing its size and having 
better cutoff, compared to typical H-shaped one. Equivalent inductance, capacitance, and quality factor of the proposed RI 
were extracted to analyze its performance. A third-order band pass filter using the proposed modified H-shaped iris was 
designed and, it was observed that the filter operated in the frequency range of 9.18－9.84 GHz with its insertion loss 
of 0.3 dB and return loss of 1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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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파관 여파기(waveguide filter)는 손실이 적고 물

리적으로 견고하여 고출력 레이더 시스템, 지상 및 위

송 방송 시스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도파관 내부에 

적절한 간격으로 공진 아이리스(resonant iris; RI)를 

배치하여 대역 통과 여파기(bandpass filter; BPF) 특성

을 구현할 수 있다[1]. 기본적인 RI 구조는 반 파장 길

이의 일자형 슬롯으로서 설계가 용이하지만 소형화 관

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CSRR(compementary split ring resonator)은 대표적

인 소형 공진구조이며, CSRR을 RI 구조로 사용하여 

BPF를 소형화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2-7]. 단일 

CSRR을 RI로 사용한 연구들[2,4,5] 뿐만 아니라 소형

화된 다중 CSRR을 하나의 RI 구조로 사용하여 다중 

대역 특성[3], 도파관 길이 축소[6], 차단특성 개선[7] 
등의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

서 RI 구조의 소형화는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을 얻기 

위해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Harrington은 직사각형의 유도성(inductive) 소형개

구를 공진형으로 변화시켜서 투과성능을 개선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8]. 그 방법은 개구의 중앙에 용

량성분(capacitive component)을 갖도록 리지(ridge)를 

추가하여 H-형으로 개구를 변형함으로써 서셉턴스

(susceptance) 성분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소형 

개구를 공진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투과전력(transmitted 
power)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

로는 유도성 소형 원형개구를 공진시키기 위해 개구 

중앙에 리지를 부가하여 소형 공진 개구를 설계한 연

구[8-13]가 있었다. H-형 공진개구는 리지의 간극을 

줄여서 공진 주파수를 낮추고 Q값(quality factor)를 높

일 수 있지만 제작상의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

형적인 H-형 개구를 변형하여 소형화하고 도파관 BPF
의 RI로 사용될 때 Q값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진 개구의 중앙의 일자형 간극을 U형

으로 변형하여 개구의 등가 커패시턴스 값을 높이고, 
개구의 좌․우측의 수직방향 슬롯을 C형으로 변형하

여 등가 인덕턴스 값이 개선된 새로운 소형 공진개구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기존 H-형 개구에 

비해 소형화에 유리하고 도파관 BPF용 RI로 사용될 

때 Q값이 개선되며, 고주파 대역에서 고조파(harmonics) 
성분 억제에 있어서도 우수한 공진구조이다. 기존 H-
형 RI 구조와 제안된 RI 구조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제안된 RI의 등가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추출한 

후 3차 BPF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도파

관 여파기 구조의 전자기적인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상용 해석툴인 HFSS(High Frequency Structure 
Simulator)를 이용하였다.

Ⅱ. 본  론

2.1. 여파기의 구조

그림 1은 구형 도파관 내부에 삽입되는 전형적인 H-
형 RI와 그에 대한 등가회로이며 LC 병렬 공진회로로 

동작한다.

          

                (a)                     (b) 
Fig. 1 Conventional H-type RI : (a) configuration and 
(b) equivalent circuit

Fig. 2 Schematic of waveguide BPF using proposed 
modified H-type RI

그림 2는 변형된 H-형 RI를 이용한 도파관 BPF 구
조이며, 단면 유전체 기판 상에 공진개구를 구현한 후 

WR-90 표준형 도파관 내부에 삽입된 구조이다.유전

체는 비유전율 = 2.55, 두께 0.25 mm인 Taconic사

의 TLX-8 기판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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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3 Three compact RIs : (a) conventional H-type, 
(b) RI with increased capacitance and (c) RI with 
increased capacitance and inductance

그림 3은 기존 H-형 RI를 변형하여 제안된 RI 구조

를 구성하는 절차를 나타낸다. 그림 3(a) 중앙의 일자

형 간극을 그림 3(b)에서는 U자형으로 바꾸고, 그림 

3(c)에서는 좌우측의 직사각형 슬롯의 종단 부분에 슬

롯을 추가하여 C형으로 변형한 것이다. 
그림 4는 제안된 RI 구조를 자세히 나타낸 것이며, 

a(=22.86 mm)와 b(=10.16 mm)는 각각 WR90 도파관

의 폭과 높이이다.

Fig. 4 Proposed modified H-shaped RI

2.2. 변형된 H-형 RI의 특성 분석

그림 2에서 제시된 도파관 여파기의 반사손실

(return loss)과 삽입손실(insertion loss)을 HFSS를 이

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파라미터 값들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자형 개구와 H-형 개구의 특성을 비교하

고 원하는 공진 주파수에 부합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얻기 위한 절차는 참고문헌 [1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Table. 1 Parameter values of modified H-type RI
Parameter value [mm] Parameter value [mm]
 5.8  5.0

 1.6  0.3

 2.1  0.7

 0.7  0.3

 0.9  0.3

 0.2

그림 5는 그림 3에서 제시된 3가지 RI 구조들의 특

성을 비교하기 위해 표 1의 파라미터 값들을 갖는 그

림 3(c), 표 1에서 =0인 그림 3(b), 표 1에서 ==0
인 그림 3(a)의 구조들에 대한 특성 시뮬레이션 결과들

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H-형에 비해 제

안된 구조가 소형화에 유리하고 저지대역에서 차단특

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그림 5의 결과들 중에서 그림 3(c) 구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중심 주파수는 9.5 GHz이
고 반전력(half power) 대역은 9.11~9.86 GHz이다. 공
진기의 Q값을 식 (1)로부터 구해 보면 11.69이다[14]. 

  ∆                                  (1)

여기서 는 중심 주파수이고 ∆는 반전력 대역

폭이다.

Fig. 5 Comparison between frequency responses of 
the three RIs shown in the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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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equency response of the modified H-type RI

식 (2)와 식 (3)으로부터 등가 인덕턴스 L값과 등가 

커패시턴스 C값을 구해 보면 L=0.0331 nH이고 

C=8.49 pF이며, R=50으로 가정하였다[14].



                       (2)

 

                      (3)

2.3. 3차 BPF 설계와 특성 분석

제안된 RI를 이용하여 3차 BPF를 설계하는 과정을 

예로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초고주파 대역에서는 도파

관 내부에 그림 7(b)의 회로를 구현하는 것이 그림 7(a)
의 경우에 비해 용이하다. 먼저 그림 7(a)의 회로망으

로부터 설계 사양을 만족하는 원형 여파기(prototype 
filter)를 설계하고, 임피던스 인버터(impedance invertor) 
K의 변환 관계를 통하여 그림 7(b)의 각 단(stage)에 배

치될 공진기의 
′   ′ 값을 추출한 후 이를 기본 공

진기 소자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때, 임피던스 

인버터는 병렬 공진기 회로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직

렬 공진기로 변환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구조이며, 일
반적으로  임피던스 변환기가 사용된다. 실제로 

그림 7(b)의 점선 B부분은 그림 7(a)의점선 A 부분과 

등가적인 관계에 있으며, 관계식은 식 (4) 및 식 (5)로 

주어진다[14]. 

  

′                     (4)

 

           (5)

여기서 K는  임피던스 변환기의 특성 임피던

스이다. 

(a)

(b) 
Fig. 7 BPF circuit using : (a) series and parallel 
resonators and (b) only parallel resonators

여파기 설계를 위해 중심 주파수 9.5 GHz, 대역 폭 

500 MHz, 삽입손실 0.1 dB, 차수가 3차인 체비세프

(Chebyshev) 여파기를 목표로 한다. 먼저 저역통과 원

형 여파기 회로의 소자 값들을 구하면  =1.0316, 

=1.1474와 같이 얻을 수 있다[14]. 다음으로 원형 여

파기의 직렬 인덕터()를 직렬 공진회로로 변환하고, 

병렬 커패시터()를 병렬 공진회로로 변환하기 위해 

식 (6)과 식 (7)을 이용할 수 있다[14].


′ ∆
  , 

′ 
∆

     (6)


′ 
∆  , 

′ ∆
    (7)

여기서 이고 =50이다. 그리고 식 (2)

를 이용하여 Q값을 구할 수 있으며, 표 2에 제시된 바

와 같다.

Table. 2 Element values of Chebyshev third-order filter 
element value element value


′ =′ (nH) 0.0428 

′ =′ (pF) 6.57


′ (nH) 0.0384 

′ (pF) 7.31

  9.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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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표 2의 소자값들로 구성된 3차 여파기 회

로이며, 회로 시뮬레이션(circuit simulation) 툴인 

ADS(Advanced Design System)로 구성하였다.

Fig. 8 Filter circuit using ADS

Fig. 9 Schematic of third-order waveguide filter

그림 8의 회로를 그림 9의 도파관 여파기로 구현하

기 위해서는 중심 주파수가 9.5 GHz이고 원하는 Q값

( =9.8, =10.9)을 갖는 2개의 RI를 각각 설계

하여야 한다. RI의 특성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파라미터들은 고정하

고 와 만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Q값을 변화

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3은 다수의 시뮬레이

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고, 내삽법에 

의해 계산된 첫 번째(혹은 세 번째) RI의 치수는 

=2.402, =0.500이고, 두 번째 RI의 치수는 =2.266, 

=0.589이다.

Table. 3 Quality factors (QFs) and parameters (  and 
 ) of the first-order waveguide filter with a center 
frequency of 9.5 GHz

QF Parameters [mm] C [pF] L [nH]

7.73   = 0.2,   = 2.75 5.18 0.054

8.19   = 0.3,   = 2.67 5.49 0.051

8.87   = 0.4,   = 2.55 5.95 0.047

9.89   = 0.5,   = 2.40 6.63 0.042

11.04   = 0.6,   = 2.25 7.40 0.038

12.50   = 0.7,   = 2.10 8.38 0.036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값이 증가할수록 U자형 

슬롯의 등가 커패시턴스 값이 증가되고, 값이 증가

되면 등가 인덕턴스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Q값은 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Fig. 10 Frequency responses of the third-order 
waveguide BPF and the filter circuit of Fig. 8

그림 10은 그림 8의 회로를 시뮬레이션한 특성과 

그림 9의 도파관 여파기의 특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

지 결과들이 상호 잘 일치함을 관찰할 수 있다. 두 가

지 결과들 모두 중심 주파수는 9.5 GHz이고, ADS는 

대역폭 0.65 GHz(9.18 GHz ~ 9.83 GHz), 삽입손실 

0.15 dB, 반사손실 15 dB이며, HFSS는 대역폭 0.66 
GHz(9.18 GHz ~ 9.83 GHz), 삽입손실 0.3 dB, 반사손

실 14 dB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H-형 공진 아이리스에 비해 소

형화에 유리하고 Q값을 개선할 수 있는 변형된 H-형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기존 H-형 아이리

스 중앙의 일자형 간극을 U형으로 변형하고, 아이리

스 양측의 슬롯들을 C형으로 변형하여 등가 커패시턴

스와 인덕턴스를 증가시킨 구조이다. 
제안된 구조와 기존 H-형 구조의 특성을 비교하고, 

제안된 구조를 이용한 3차 BPF를 설계하는 방법과 절

차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구조의 아이리스는 도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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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에 비해 물리적으로 충분히 소형이므로 하나의 도

파관 단면에 두 개이상 배치가 가능하고 이로부터 다

양한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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