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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두 개 이상의 동축선을 사용하여 한 쪽은 동축선을 직렬로 연결하고, 반대 쪽은 동축선을 병렬로 연결하면 광대역에

서 동작하는 임피던스 변환회로가 된다.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동축선의 외곽 도체를 임피던

스 변환에 이용하기 때문에 수식 또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예측이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λ/4–마이크로

스트립 선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선로 신호 감쇄에 대한 전달 특성(S21) 해석을 바탕으로 25Ω 동축선 두 개를 이용한 

광대역 4:1(50Ω:12.5Ω) 전송선로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제작하여 동작 특성을 살펴보았다.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기는 동축선의 길이를 90도(λ/4)로 인식하는 주파수에서 신호 전달 특성(S21)이 급격히 감소하

는 노치 특성이 발생하였다. 또한, 동축선 길이의 0.06~0.2λ에 해당하는 주파수 범위에서 신호 전달특성(S21) -0.2dB 
이내의 값을 가졌다. 이러한 신호 전달특성(S21)은 출력 단에 연결된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길이 변화를 통해 약간의 

동작 주파수 범위 변화와 원하는 주파수에서 최적의 신호 전달특성(S21)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Using two or more coaxial lines, if one port is connected in series and the other port is connected in parallel, it can 
be implemented the wideband transmission line transformer(TLT). Because the wideband TLT utilizes the outer conductor 
of the coaxial line,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based on the analysis for the transfer 
characteristic(S21) according to the loss of the each line in λ/4-microstrip line TLT, the operating characteristic of the 
fabricated wideband 4:1 TLT using two 25Ω-coaxial lines is investigated. The fabricated wideband TLT shows the notch 
characteristic in which the transfer signal sharply decreases at λ/4 frequency of the coaxial line and has a value within 
–0.2dB of the transfer characteristic(S21) in 0.06~0.2λ frequency range of the coaxial line. This transfer 
characteristics(S21) can change the operating frequency range slightly and set the optimum transfer characteristic(S21) at 
the desired frequency by changing the length of the microstrip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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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고주파 회로에서 신호 전달을 위한 선로는 입력하

는 신호를 다음 단자로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고 안정적

으로 전달해야 한다. 신호 전달 선로 중 임피던스 변환

회로는 특성 임피던스가 다른 두 단자 사이에서 입력하

는 신호를 반사 없이 다음 단자로 전달하기 위한 회로로

서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회로이다. 초고주

파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동작 주파수 범위, 회로 크기, 
입력 신호의 세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형태

가 존재한다[1-7]. 그림 1 (a)는 λ/4-마이크로스트립 선

로를 이용한 대표적인 전송선로 임피던스 변환회로

(Transmission Line impedance Transformer(TLT))이다

[1]. 신호가 특성 임피던스 Zo 선로로 입력하여 특성 임

피던스 ZL 선로로 전달하는 경우에 정합을 원하는 주파

수의 λ/4 길이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입력과 출력 특성 

임피던스의 기하 평균값(Z1
2=ZO*ZL)에 해당하는 특성 

임피던스 Z1 선로를 두 선로 사이에 삽입하면 이론적으

로 입력 선로로 공급되는 신호는 모두 출력 선로로 전달

되는 정합 상태가 된다. 그림 1 (b)는 λ/4 길이의 동축선

을 이용하여 구현한 임피던스 정합회로의 블록 다이어

그램이다. λ/4 동축선을 이용하면 제작 회로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주파수로의 변환도 쉽게 할 수 있다.
다양한 임피던스 변환회로에서 이론적인 동작 특성

이 실제 회로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는 지 확인하는 것은 

회로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b)는 이론적

으로는 완벽하게 임피던스를 정합하는 회로이지만 동

축선의 중심 도체 선로를 입력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와 

출력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원치 

않는 특성 임피던스와 기생 인덕턴스가 발생하게 되며, 
기판 상에서도 선로에 의한 손실과 선로 제작할 때 발생

하는 특성 임피던스의 오차도 존재한다. 두 개의 동축선

을 이용하면 광대역에서 특성 임피던스를 안정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동축선을 이용하여 쉽고 작게 광대역에서 동작

할 수 있는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구현할 수 있지만 동축

선의 외곽 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임피던스 변환

회로보다 이론적인 해석이 어렵고,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을 이용한 결과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
러한 원치 않는 성분 및 이론값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

은 선로로의 구현, 해석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동축선

을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특성 변화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제작을 통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측정

이 필요하다. 하지만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의 특성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계측기를 

이용하여 바로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gilent사의 ADS(Advanced 

Design System)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상

적인 λ/4-마이크로스트립 선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선

로 신호 손실에 대한 전달 특성(S21)과의 관계를 살펴보

고, 이를 통해 계측기를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안

정적인 동작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구조에 대해 살펴보

려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50mm의 25Ω 동축선 두 개

를 이용한 광대역 전송선로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제작

하여 종단이 정합된 한 개의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

의 입력 반사계수(S11) 특성과 두 개의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가 대칭 연결한 형태의 신호 전달계수(S21) 특
성을 Protek A333 network analyzer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동축선을 이용한 광

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기본 동작 특성과 원하는 주

파수에서 최적의 동작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임피던스 변

환회로 제작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Ⅱ. 본  론

그림 2는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전송선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1번 단자를 

입력 단자, 2번 단자를 출력 단자라 할 때 입력부에서 바

(a)

(b)

Fig. 1 The block diagram of the transmission line 
impedance transformer(TLT); (a) λ/4-microstrip line 
TLT, and (b) λ/4-coaxial line TLT



광대역 동축선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동작 특성 분석

167

라본 임피던스(Zin)는 A 동축선 특성 임피던스(ZA)와 B 
동축선 특성 임피던스(ZB)의 직렬 결합이고, 출력부에

서 바라본 임피던스(Zout)는 A 동축선 특성 임피던스

(ZA)와 B 동축선 특성 임피던스(ZB)의 병렬 결합이 되어 

식 (1)과 (2)와 같이 된다. 

      (1)

  

∙
(2)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

의 동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번 단자로 입력된 신호

는 A 동축선의 중심에 존재하는 내심 도체를 통해 2번 

단자로 전달된다. 이 때 A 동축선의 외곽 도체에는 A 동
축선의 중심 도체의 역방향으로 유도 신호가 발생하는

데, 이 유도된 신호는 B 동축선의 중심 도체를 통해 출

력 단자 2에 추가적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

에서의 동작 주파수 범위는 그림 1 (b)의 λ/4 길이의 동

축선을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회로와 달리 동축선의 길

이보다는 A 동축선의 외곽 도체에 유도되어 B 동축선

의 중심 도체 선로에 공급되는 신호 특성에 의존한다. 
또한 동축선의 외곽 도체를 이용하므로 동축선 외곽 도

체 특성과 동축선 내부 중심 도체와 마이크로스트립 선

로를 연결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 부정합과 

기생 인덕턴스 등이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동작 

주파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다양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동작 특성을 보다 정확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작한 회로에 대한 측정이 필

요하다.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의 

특성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임피던스 변환회로에 

대한 측정은 그림 3 (a)의 종단이 정합된 상태에서 입력 

반사계수(S11) 측정과 그림 3 (b)의 두 개의 임피던스 변

환회로의 대칭 연결을 통한 신호 전달계수(S21) 측정이 

가능하다. 임피던스 변환회로 한 개의 신호 전달계수

(S21) 특성은 그림 3 (b) 회로의 측정 신호 전달계수(S21) 
값에 반이 된다. 그림 3 (a)는 ZO 특성 임피던스가 ZL 특
성 임피던스로 변환된 임피던스가 저항 ZL로 정합되었

기 때문에 임피던스 변환회로가 완벽하게 신호가 전달

될 때의 입력 반사계수(S11)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그림 3 (a)는 신호 전달계수(S21) 측정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그림 3 (b)를 이용하여 신호 전달계수(S21)를 

측정해야 한다. 그림 3 (a)와 (b)의 λ/4-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이상적인 동작 특

성은 AD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3 (a)에서 Z1 특성 임피던스의 길이는 임피던

스 변환을 원하는 주파수의 λ/4에 해당하는 길이이고, 
ZO 특성 임피던스 길이와 ZL 특성 임피던스의 길이(α1)
는 입력 반사계수(S11)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3 (a)
의 이상적인 λ/4-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한 임피던

스 변환회로를 기판을 이용하여 제작하면 ZO 특성 임피

던스 선로, Z1 특성 임피던스 선로, ZL 특성 임피던스 선

로에 신호가 통과할 때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ZO 특성 

임피던스 선로와 ZL 특성 임피던스 선로에서 신호 감쇄

가 발생하면 감쇄 세기만큼 신호 전달계수(S21) 값이 낮

아진다. 하지만 Z1 특성 임피던스 선로에서 신호 감쇄가 

발생하면 감쇄 세기보다 더 큰 감쇄값이 신호 전달계수

(S21)에 발생하게 된다. 이는 그림 3 (a)의 입력단 선로와 

Fig. 2 The wideband TLT using two coaxial lines

(a)

(b)
Fig. 3 The circuit block diagram for the operation 

characteristic analysis of λ/4-microstrip line TLT;
(a) S11 measurement, and (b) S21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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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단 선로는 한쪽이 정합된 형태로 임피던스 부정합

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 신호가 정합된 단자에서 소멸되

지만 중간에 위치한 선로는 양쪽 단에서 임피던스 부정

합에 의해 신호가 계속 반사되어 계속 선로 감쇄에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8]. 그림 3 (b)의 중간 선로인 ZL 특성 

임피던스 선로는 그림 3 (a)의 출력단 선로와 달리 양쪽 

단이 정합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양쪽 단에서 신호가 

반사되어 선로 길이 α2에 의해 다음 단으로 전달되는 신

호 세기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Att. [dB]
12.5-ΩT

erm.
50Ω - 25Ω[λ/4] - 12.5Ω[α2] - 

25Ω[λ/4]- 50Ω α2 range for 
equal value

α1=10° α2=1° α2=45° α2=90°

0.0 0.0 0.0 0.0 0.0 -

0.1 0.125 0.249 0.249 0.250 52° - 128°

0.2 0.249 0.495 0.497 0.50 46° - 57°

0.5 0.617 1.22 1.235 1.249 43° - 44°

1.0 1.22 2.392 2.441 2.49 44.5°

1.5 1.811 3.525 3.623 3.719 44.5°

2.0 2.392 4.63 4.785 4.934 44.8°

Table. 1 S21 characteristic due to the length(α2) of 
the middle microstrip line 

표. 1은 ADS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림 3의 (a)와 (b)에
서 중간단 선로 감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본 것이다. Z1 
특성 임피던스 선로에서 1.0dB 신호 감쇄가 존재하면 

종단이 12.5Ω의 저항으로 정합된 그림 3 (a)의 경우 신

호 전달계수(S21)는 –1.22dB이다. 그림 3 (b)와 같이 실

제적으로 신호 전달계수(S21)를 측정할 수 있는 회로에

서는 Z1 특성 임피던스 선로에서 1.0dB 신호 감쇄에 대

해 -2.44dB의 신호 전달계수(S21) 값이 되어야 한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정확한 신호 전달계수(S21)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 (b)에서 중간 선로 길이(α2)가 약 

전기적 길이 45도인 경우에 이 값을 얻는 것을 표 1을 통

해 볼 수 있다. 즉, 대칭으로 연결된 두 개의 임피던스 변

환회로에서 중간 연결 선로의 길이를 약 45도로 제작하

여 측정하는 것이 한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보다 정

확한 신호 전달 특성(S21)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그림 3 
(b)의 ZL 특성 임피던스인 중간 선로가 양쪽 단에 존재

하는 Z1 특성 임피던스 선로와의 임피던스 부정합에 의

해 반사되는 값이 바로 입력하는 신호와 위상차가 90도

가 발생하여 서로 직교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9].

(a)

(b)

(c)
Fig. 4 4:1 coaxial cable TLT using 12.5-Ω microstrip 

line length of 27.29mm(45° at 900MHz); 
(a) Fabrication photograph, (b) One-port 
characteristic(S11), and (c) Two-port characteristic 
(S11 & S21)

그림 4 (a)는 한 개의 동축선을 이용하여 구현한 4:1 
(50Ω:12.5Ω) 임피던스 변환회로 모습이다. 사용한 동축

선은 25Ω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는 670-086/25 (Cernex 
Inc.)로 동축선의 외곽 도체 길이는 50mm로 하였다. 이 

길이는 1156MHz 주파수에서 전기적 길이 90도(λ/4)에 

해당하는 값이다. 동축선의 내측 도체 길이는 54mm로 

양 단에 2mm씩 동축선 길이보다 길게 하였다. 이 중 

1mm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위에 동축선을 연결하기 

위한 길이이고, 1mm는 동축선과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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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간격이다. 제작에 사용된 기판은 Taconic사의 

TLX9-0200-CH/CH로 12.5Ω 특성 임피던스의 중간단 

선로인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는 900MHz에서 전기적 길

이 45도에 해당하는 27.29mm로 하였다. 
그림 4 (b)는 27.29mm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종단

에 12.5Ω의 저항을 연결했을 경우와 13.2Ω 저항과 

3.0pF 케페시터를 병렬 연결했을 경우의 입력 반사계수

(S11) 특성을 측정한 것이다. 종단에 12.5Ω 저항을 연결

했을 경우에 최저 입력 반사계수(S11)는 동축선의 λ/4 전
기적 길이에 해당하는 주파수 근처인 1189MHz에서 

-26.9dB 값을 가졌다. 동축선의 내부 중심 도체와 마이

크로스트립 선로를 연결하는 경우에 특성 임피던스 변

화와 기생 인덕턴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종단에 13.2Ω 저항과 3.0pF 케페시터를 병렬 연결하면 

최저 입력 반사특성(S11)가 982MHz에서 약 –59dB가 

되었다. 보다 다양한 케페시터 값이 존재하면 측정값보

다 최적의 입력 반사특성(S11)을 갖는 주파수와 종단 임

피던스 값을 찾을 수 있지만 측정에 사용된 13.2Ω 저항

과 3.0pF 케페시터를 병렬 연결 값으로도 임피던스 변

환회로로 동축선을 이용하게 되면 동축선의 연결 때 발

생하는 특성에 의해 동축선의 λ/4 길이에 해당하는 주파

수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임피던스 변환회로가 최적으

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c)는 동축선을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대칭 연결하여 측정한 입력 반사특성(S11)과 신호 전달

특성(S21)이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840~1223MHz 범
위에서 입력 반사특성(S11)이 -15dB 이하, 신호 전달특

성(S21)은 -0.34dB 이내의 값을 가졌고, 900MHz에서 

입력 반사특성(S11)은 약 -21dB, 신호 전달특성(S21)은 

약 -0.2dB의 값을 가졌다. 즉, λ/4 길이의 동축선을 이용

한 임피던스 변환회로 한 개의 신호 전달특성(S21)은 

900MHz에서 약 -0.1dB이다. 그림 4 (c)의 입력 반사특

성(S11)은 27.29mm 길이의 12.5Ω 특성 임피던스의 마이

크로스트립 선로 종단에 12.5Ω 저항을 연결했을 경우보

다 13.2Ω 저항과 3.0pF 케페시터를 병렬 연결했을 경우

가 보다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12.5Ω 특성 임피던스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길이 

27.29mm는 900MHz에서 전기적 길이 45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제작된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900MHz에서 선로 

길이에 대한 영향이 최하가 되고, 종단에 13.2Ω 저항과 

3.0pF 케페시터를 병렬 연결은 982MHz에서 최적으로 

정합되기 때문이다.
그림 5 (a)와 (b)는 두 개의 25Ω 동축선을 이용하여 구

현한 광대역 4:1 (50Ω:12.5Ω) 임피던스 변환회로에서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길이에 따른 입력 반사특성

(S11)을 살펴보기 위한 회로 블록 다이어그램과 측정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동축선이 이상적인 마이크로스트

립 선로와 같은 동작 특성을 갖는다면 그림 5 (a)의 선로 

길이 α는 입력 반사특성(S11)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
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축선을 이용하면 임피던

스 변환회로의 동축선 연결 지점에서 원치 않는 특성 임

피던스 변화와 기생 인덕턴스가 발생한다. 이는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길이 α에 따라 종단의 정합을 위

한 최적 임피던스 값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림 5 (b)와 

[표 2]는 종단에 병렬로 연결된 저항과 케패시턴스에 따

른 최저 입력 반사특성(S11) 값과 주파수를 측정한 결과

이다. 예로 살펴보면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길이 

60mm는 410MHz에서 전기적 길이 45도이고, 종단에 

12.85Ω 저항과 0.5pF 케패시터를 연결하게 되면 

503MHz에서 최저 입력 반사특성(S11) –60dB 이하의 
값을 가졌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약 510MHz를 기준

으로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전기적 길이가 45도
가 되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종단에 저항과 케페시터 연

(a)

(b)

Fig. 5 Minimum S11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length of 12.5Ω microstrip line; (a) Measurement block 
diagram, and (b) Measure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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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통한 최저 입력 반사특성(S11)에 해당하는 주파수

는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전기적 길이가 45도가 

되는 주파수보다 낮아지고, 역으로 12.5Ω 마이크로스트

립 선로의 전기적 길이가 45도가 되는 주파수가 낮아지

면 최저 입력 반사특성(S11)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선로

의 전기적 길이가 45도가 되는 주파수보다 높아지는 것

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2.5Ω 마이크로스

트립 선로 길이가 80mm 이상인 상태에서는 케페시터 

보다는 인덕터 연결을 통해 보다 최적의 입력 반사특성

(S11) 값과 주파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

하는 값의 인덕터 구현이 어려워 종단에 저항만 연결하

여 입력 반사특성(S11) 값과 주파수를 측정하였다. 앞서 

하나의 λ/4 길이의 동축선을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회로

에서와 같이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에서도 동축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성 임피

던스 변화 부분과 기생 인덕턴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발생 성분에 의해 4:1(50Ω:12.5Ω)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출력 특성 임피던스는 12.5Ω이 아닌 다른 

특성 임피던스를 갖게 되며, 이 특성 임피던스 값은 12.5
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선로 자

체가 가지는 케패시턴스 값과 선로 자체의 손실 값의 증

가에 의해 저항과 케페시터 값이 낮아지게 된다. 종단 

길이 변화에 따른 입력 반사특성(S11) 값과 주파수 변화

는 차후에 두 개의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대칭 연

결을 통한 신호 전달특성(S21) 측정 결과와 같이 살펴보

려 한다.

Fig. 6 Fabrication photograph of wideband 4:1 coaxial 
line TLT

(a)

(b)

(c)
Fig. 7 Operation characteristic(S11&S21) of the wideband 

4:1 coaxial line TLT according to the length of 
12.5Ω microstrip line; 
(a) 27.29mm(45° at 900MHz), (b) 49.14mm(45° 
at 500MHz), and (c) 122.86mm(45° at 200MHz)

그림 6은 4:1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기의 전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개의 4:1(50Ω:12.5Ω) 광대역 임피던

스 변환기를 대칭 연결하여 제작한 회로 모습이고, 그림 

7은 두 개의 대칭 연결한 4:1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기의 

12.5-Ω MS line
length [mm]

Connection 
Component

(R[Ω], C[pF])

S11 
[dB]

Frequency
[MHz]

0 R=15.3, C=6.8 -55 846

20 (45° at 1228MHz) R=14.8, C=3.0 -54 795

40 (45° at 614MHz) R=14.2, C=1.0 -61 524

60 (45° at 410MHz) R=12.85, C=0.5 -60 503

80 (45° at 307MHz) R=11.83, C=X -53 447

100 (45° at 245MHz) R=11.25, C=X -47 411

122.8 (45° at 200MHz) R=11.0, C=X -40 334

Table. 2 Minimum S11 value according to the length of 
12.5Ω microstrip line in wideband 4:1 coaxial line T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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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연결 선로인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길이를 

900MHz, 500MHz, 200MHz에서 전기적 길이 45도인 

27.29mm, 49.14mm, 122.86mm로 하여 측정한 신호 전

달특성(S21)이다. 측정한 신호 전달특성(S21) 값은 4:1 
(50Ω:12.5Ω)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와 1:4(25Ω :50
Ω)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결합이므로 하나의 4:1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특성(S21)은 측

정값의 반이 된다.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길이가 

27.29mm인 그림 7 (a)를 보면 659MHz에서 최저 입력 

반사특성(S11) –50.7dB, 신호 전달특성(S21) –0.13dB
를 가졌고, 379~975MHz에서 입력 반사특성(S11) –
20dB 이하, 신호 전달특성(S21) –0.3dB 이내의 값을 가

졌다.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길이가 49.14mm인 

그림 7 (b)를 보면 414MHz에서 최저 입력 반사특성(S11) 
–43dB, 신호 전달특성(S21) –0.12dB를 가졌고, 312~ 
852MHz에서 입력 반사특성(S11) –20dB 이하, 신호 전

달특성(S21) –0.25dB 이내의 값을 가졌다. 12.5-Ω 마이

크로스트립 선로 길이가 122.86mm의 측정 결과인 그림 

7 (c)를 보면 245MHz에서 최저 입력 반사특성(S11) –
25.5dB, 신호 전달특성(S21) –0.13dB을 가졌고, 220~ 
280MHz에서 입력 반사특성(S11)은 –20dB 이하, 신호 

전달특성(S21)은 약 –0.2dB 이내의 값을 가졌다.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

의 동작 범위는 원하는 신호 전달특성(S21) 값에 의해 다

르지만 최대 상한 주파수는 노치(notch) 특성이 발생하

는 주파수라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노치 발생 주파수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길이 27.29mm는 985MHz, 49.14mm
는 962MHz, 122.86mm 는 953MHz에서 발생하였다. 노
치 발생 주파수는 그림 4 (b)의 λ/4 길이 동축선 한 개를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최적 입력 반사특성(S11) 
주파수 982MHz 근처에서 발생하는데, 12.5Ω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 길이가 증가하면 선로의 최적 동작 주파수

가 낮아져서 노치 발생 주파수도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로 길이에 의한 최적 측정 주파수 변화로 

인해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길이 122.86mm는 27.29mm 
선로 길이보다 약 4.5배 길어 전송 선로의 신호 손실도 

약 4.5배 증가하지만 주파수 범위 약 180~300MHz에서 

신호 전달특성(S21)은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길이 

122.86mm일 때의 값이 선로 길이 27.29mm와 49.14mm
보다 낮은 신호 손실 특성을 가졌다. 또한 앞서 그림 5 
(c)에서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길이에 따른 최적

의 입력 반사특성(S11)은 약 510MHz 주파수를 기준으

로 대칭적으로 동작하였는데, 이는 두 개의 동축선을 이

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에서 동축선은 동축선

의 길이가 0.125λ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동작 주파수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즉, 동축선 자체의 중심 주파수

인 약 500MHz와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길이에 

따른 최적 측정 주파수의 결합에 의해 최적 입력 반사특

성(S11) 주파수가 결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동작 하

한 주파수는 한 개의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 신호 전

달손실을 –0.2dB로 설정할 경우에 선로 길이 27.29mm
에서는 260MHz, 49.14mm에서는 230MHz, 122.86mm
에서는 184MHz이다. 전기적 길이로 동작 주파수 범위

를 살펴보면 중간 12.5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길이 

27.29mm에서는 0.056~0.210λ, 49.14mm에서는 0.050~ 
0.204λ, 122.86mm에서는 0.040~0.202λ로 약 0.06~0.2
λ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연결되는 임피던스 변환된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길이에 의해 약간의 주파수 변

화가 가능하다.

Ⅲ. 결  론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

는 동축선과 선로 연결 부위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변화

와 기생 인덕턴스 발생, 동축선 외곽 도체 이용에 따른 

문제로 인해 정확한 동작 특성 예측이 어려우며, 임피던

스 변환회로는 입력과 출력 특성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

문에 직접적인 측정도 불가능하다. 이상적인 λ/4-마이

크로스트립 선로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입력 반사특성(S11) 측정

과 신호 전달특성(S21)을 측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

스 변환회로를 제작하여 동작 특성을 살펴보았다.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입력 반사특성(S11)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종단이 완전히 

정합된 상태이어야 하고, 신호 전달특성(S21)을 측정하

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를 대칭 연결하

여야 한다. 두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가 대칭 연결했을 

경우에 중간에 존재하는 연결 선로의 길이가 측정을 원

하는 주파수의 λ/8 길이가 되어야 측정된 신호 전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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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의 절반 값이 한 개의 임피던스 변환회로의 신호 

전달특성(S21)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피던스 변환

회로에서 동축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축선을 마이크

로스트립 선로와 연결하는 지점에서 특성 임피던스 부

정합과 기생 인덕턴스 성분이 발생하여 동작 중심 주파

수가 동축선의 λ/4 전기적 길이에 해당하는 주파수보다 

낮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

던스 변환회로는 약 동축선 길이의 0.25λ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노치 특성이 발생하고, 0.06~0.2λ 에 해당하

는 주파수 범위에서 신호 전달특성(S21) -0.2dB 이내의 

값을 가졌다. 하지만 두 개의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

의 중간에 존재하는 연결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길이 

조절을 통해 동작 주파수 변화와 원하는 주파수에서 최

적의 신호 전달특성(S21)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신호 전달특성(S21)을 측정하기 위한 중간 선

로의 길이에 따른 동작 특성은 다양한 임피던스 변환회

로의 보다 정확한 동작 특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광대역 전력 분배기, 광대

역 발룬 등 다양한 초고주파 회로에서 안정적으로 광대

역에서 임피던스를 정합하는 회로로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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