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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RLH 전송 선로를 이용한 스터브 구조의 이중 대역 가지선로 결합기를 제안한다. 기존
의 스터브 구조의 이중 대역 가지 선로 결합기는 동작하는 두 주파수가 근접할수록 스터브 선로의 임

피던스가 증가해 구현이 불가능 하다. 제안된 이중 대역 가지선로 결합기는 비교적 근접한 1800MHz와
2300MHz 두 주파수에서 동작한다. 고 임피던스 스터브 선로는 이중 대역 소자 설계에 유용한 CRLH 전
송 선로를 사용하여 구현 된다. 두 주파수에서 측정된 삽입 손실은 이상적인 결합기에 비해 최대

1.88dB의 오차가 났으며 두 출력 포트 사이의 위상차는 1 ̊미만 이다. 동작하는 두 주파수의 비는 1.28:1
로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인다.

1. 머리말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는 음성 및 데이터 단말기로

서의 기능뿐 아니라 DMB나 내비게이션 기능 등이

탑재되어 컴퓨터나 PDP등 멀티미디어 기기들과의 벽

을 점차 허물면서 모든 멀티미디어 기능이 하나의 기

기로 단일화 되고 있다. 이처럼 단일화된 정보통신기

기는 각 기능별로 사용 주파수가 다르고 그에 따른

각각의 회로소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각각의 주

파수에 맞는 소자를 개발하는 것은 비용과 이동성 면

에서 기업과 사용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중대역에 응용이 가능한 여파기, 증폭기,

분배기/결합기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3]

기존의 스터브 구조 이중대역 가지 선로 결합기는

임의의 두 주파수 사이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개방 스

터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Z3가 높아져 회로구현의

한계가 있다.[4] 그에 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1800MHz와 2300MHz에서 동작 하도록 고임

피던스를 가지는 개방 스터브 선로를

CRLH(Composite Right/Left- Handed)구조를 이용해

구현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장의 구성으로는 2장에서 기존의 이중 대역 가

지 선로 결합기의 설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한

계를 지적한 뒤 3장에서는 CRLH구조를 이용한 이중

대역 가지 선로 결합기를 설계한다. 그리고 4장에서

제작 및 측정 과정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

론을 맺었다.

2. 이중대역 가지선로 결합기 설계

스터브 구조를 갖는 이중 대역 가지 선로 결합기의

설계는 그림 2와 같이 기본적인 가지 선로 결합기에

서 4/λ 전송선로를 π형으로 등가화 함으로서 가능하

다.

등가화

[그림 1] 4/λ 전송선로의 π형 등가화

그림 1의 두 회로의 ABCD 파라미터를 등가화 시

키면 결합기 세로 선로와 가로 선로, 스터브 선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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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임피던스는 식 (1)-(3)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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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를 통해 각 선로의 길이와 폭을 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낸 각 선로의 값을 사용하여 ADS

tool로 시뮬레이션 한 특성을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1] 각 선로의 특성

@2050MHz (   )

구분
특성 임피던스

[Ω]

길이

[mm]

폭

[mm]
비고

 35.35 19.39 2.49 =4.6

H=31mil

T=0.03556mm

=0.02

 50.93 20.41 1.42

 560.9 21.59 1×10-6

그러나 그림 2의 결과는 시뮬레이션으로만 가능한

결과이다. 표 1의 스터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나

타내는 가 560.9Ω으로 선로의 폭을 0.000001mm로

입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터브 선로 선폭

에 대한 제한으로 실제 제작이 불가능 하다.

[그림 3] 이론값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3. CRLH 구조를 이용한 스터브 선로 구현

그림 4는 각각 CRLH 전송 선로의 단위 셀에 대한

등가 회로이다.[4] LH 전송 선로는 RH 전송 선로와

결합하여 임의의 두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회로를 설

계 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5][6]

[그림 4] CRLH구조 단위 셀 등가 회로

고 임피던스 선로를 대신한 CRLH구조 전송 선로

는 각 단자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신호들의 전달특성

을 두 대역의 중심 주파수에서만 차단해 줌으로써 두

개의 주파수에서 동작 하도록 만들어 준다.

고 임피던스 선로를 CRLH구조로 설계한 가지 선

로 결합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5에 보였다.

CRLH구조를 이용한 가지 선로 결합기의 1포트 입력에

대한 2,3포트의 삽입 손실은 1800MHz 대역에서 각각

-3.87dB, -4.31dB, 2300MHz 대역에서 -3.68dB,

-3.96dB를 보였고 반사와 격리 특성은 모두 -20dB 이하

의 값을 얻었다.

[그림 5] 시뮬레이션 결과 : 삽입, 반사, 격리 특성

4. 제작 및 측정

그림 6은 CRLH구조로 고 임피던스 선로를 구현한

이중 대역 가지 선로 결합기의 사진이다.

[그림 6] 제안된 이중 대역 가지 선로 결합기 사진

제작에 사용된 기판은 표 1에 제시한 FR-4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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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가로 29.8mm 세로 64mm이다.

[그림 7] 측정 결과 : 삽입, 반사, 격리 특성

그림 7은 제작된 회로의 측정 결과이다. 1800MHz에

서 삽입 손실은 -4.88dB, -4.87dB로 시뮬레이션과는

최대 1dB의 차이를 보였고 반사와 격리 특성은 각각

-12.01dB, -18.46dB를 나타내었다. 두 번째 동작 주파

수인 2300MHz에서는 삽입 손실 -4.28dB, -4.42dB,

반사 및 격리 특성은 -17.05dB와 -27.32dB로 첫 번째

동작 주파수보다 다소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5. 맺음말

하나의 결합기를 사용하여 비교적 가까운 두 주파

수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

존의 고 임피던스의 스터브 선로를 CRLH구조의 스

터브 선로로 구현 하였다.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고임피던스 선

로의 시뮬레이션 특성과 CRLH구조의 시뮬레이션 결

과를 비교 하였다.

제작된 이중 대역 가지 선로 결합기의 삽입 손실

측정 결과는 이상적인 결합기 특성과 최대 ±1.88dB의

차이를 보였다. 두 주파수에서 두 출력 단자 간 위상

차는 1 ̊오차 이내였다.

기존의 소개된 대부분의 이중 대역 결합기들의 주

파수 비율은 정수배 또는 그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 소개된 CRLH구조를 이용한 이중

대역 가지 선로 결합기의 주파수 비는 약 1.28:1로 두

동작 주파수의 주파수 편차가 비교적 가깝다.

앞으로 삽입 손실을 줄이는 연구를 통해 특성을

개선 한다면 여러 회로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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