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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 FSCS를 이용한 역 특성의 역 지 필터

윤태순
*

Ultra-wideband BSF Using Multi-stage FSCS

Tae-Soon Yu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결합선로와 개방형 스터 를 통해 간단히 구 되는 FSCS의 결합계수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

고, FSCS로 구 되는 역 지 필터의 역 지 역폭을 향상시키고자 다단의 FSCS를 제안하 다. FSCS는 

스터 에 의해 기본 공진 주 수가 결정되며 결합선로의 결합계수에 의해 역폭을 조 할 수 있다. 논문에서

는 결합선로와 스터 의 기  길이를 반으로 하는 FSCS를 추가로 연결하여 다단 FSCS를 구 하 으며, 

3단 FSCS로 구성된 역 지 필터는 지 역 177.3% (1.15~12.72GHz)와 지 역에서의 최  반사 손실 

1dB의 측정 결과를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analysis of the FSCS (frequency-selected coupling structure) as the coupling coefficient and 

multi-stage FSCS for enhanced bandstop bandwidth is suggested. The FSCS is composed by the connected 

coupled-line and open-stub. Basically, the resonance frequency of the FSCS is given by the electrical length of the 

stub, and the bandwidth is controlled by the coupling coefficient. Multi-stage FSCS is made by addition of another 

FSCS with the half electrical length. Manufactured bandstop filter using 3 stage FSCS is measured with the stopband 

of 177.3% and the maximum return loss of 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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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무선통신 시스템은 단일의 통신이 아닌 다

양한 주 수를 활용한 통신 시스템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통신 주 수가 상호간 간섭을 

일으켜 낮은 주 수 역에서 발생되는 하모닉이 높

은 주 수를 사용하는 통신 효율에 향을  수 있

다. 따라서 낮은 주 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하모닉을 효과 으로 제거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1-7]. 하모닉을 제거하기 한 방법은 간단

히 제거하고자 하는 주 수의 λg/4 개방형 스터 를 

연결하는 방법과 역통과 는 역 지 필터를 연

결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스터 를 연결하는 방법은 

스터 의 기  길이 특성에 의해 설계된 하모닉 주

수와 그 홀수배인 하모닉 주 수 만을 제거하고 짝

수 배 차수의 하모닉은 제거하지 못하며, 역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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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 지 필터를 연결하는 방법도 필터의 역폭 

한계로 인하여 고차의 하모닉 제거에 어려움이 있다. 

한, 부분의 역통과 필터는 송 선로의 상 특

성에 의해 고차 모드를 발생시키며 통신 시스템의 능

동 소자의 특성에 의해서도 바이어스 연결 시 고차 

모드를 생성하여 필요 역의 력 손실과 함께 인  

회로의 잡음 원인으로 동작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간단한 송 선로 구조를 통해 고차의 하모닉을 

제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5년 Hsieh[8]에 제안된 FSCS (:Frequency- 

Selected Coupling Structure)는 그림 1과 같이 결합

선로와 개방형 스터 로 구성되어 제작이 용이하며 

넓은 지 역을 가진다. FSCS는 역 지 필터로

도 이용되며 하모닉을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연구되

고 있다. 그러나, 최신의 무선통신 시스템의 보다 높

은 하모닉 제거를 필요로 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FSCS의 지 역 특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차수의 

하모닉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다단의 FSCS 구조를 제

안하고자 한다. 

그림 1. FSCS의 기본 구조 
Fig. 1 Basic structure of the FSCS 

Ⅱ. 역 지 필터 특성을 갖는 FSCS의 
해석

그림 1의 FSCS는 결합선로와 스터 로 구성되는

데, λg/4 결합선로는 1956년 Jones[9]에 의해 제안되

고 각 종단의 연결 방법에 따라 9가지 특성이 해석되

었다. 그림 1과 같이 결합선로의 양 끝이 연결되는 구

조는 모든 주 수가 통과되고 상만 지연되는 특성

을 갖는다. FSCS는 이러한 상지연 결합선로 끝에 

λg/4 개방형 스터 를 연결한 것이다. 이러한 FSCS

는 그림 2의 결합선로의 우수모드, 기수모드 해석법을 

통해 임피던스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2. FSCS의 (a)우수모드와 (b)기수모드 
Fig. 2 (a)Even- and (b)Odd-mode of FSCS

그림 2는 FSCS의 우수모드와 기수모드를 나타낸 

것으로 우수모드에서는 칭면에서 자계벽(magnetic- 

wall)이 형성되어 계단형 임피던스를 갖는 스터 로 

등가될 수 있고, 기수모드에서는 결합선로 끝에서 가

상 지가 형성되어 단락 스터 로 등가될 수 있다. 

FSCS의 특성은 하단에 연결된 λg/4 개방형 스터 에 

의해 기본 공진 주 수가 결정되며, 스터 의 특성에 

의해 홀수배 주 수에서 하모닉을 발생시키게 된다. 

하모닉을 포함한 공진 주 수 이외에 결합선로의 우

수모드에 의해 각각의 공진 주 수의 하측  상측에 

추가 인 공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결합선로 우

수모드의 입력 임피던스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10].

sevenCs

Csevens
evenevenin lzlz

llzzjzz
ββ
ββ

tantan2
tanta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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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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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zeven과 zs는 각각 결합선로의 우수모드 

임피던스와 개방형 스터 의 임피던스를 나타내고, 

β·lC와 β·ls는 결합선로와 스터 의 기  길이를 나

타낸다. 식 (1)에서 2zs가 사용된 것은 우수모드 해석

을 해 개방형 스터 를 임피던스 2zs를 갖는 두 개

의 스터 로 분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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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에서 입력 임피던스가 으로 수렴할 때, 그 

주 수는 스터 를 통해 제거되는 특성을 보이므로, 

우수모드의 입력 임피던스를 통해 결합선로의 기  

길이가 λg/4가 되는 주 수를 제거할 수 있는데, 식 

(1)에 의해 두 개의 주 수에서 임피던스 특성을 만

족하게 된다. 만약, 결합선로와 개방형 스터 의 기

 길이를 같다고 가정하여 β·l로 계산하면 제거되는 

주 수에 응되는 기  길이는 다음과 같다.

even

S

Z
Zl 2tan 1−±=β

            (2)

즉, 식 (2)와 같이 개방형 스터 에 의한 공진 주

수를 심으로 양쪽 두 개의 주 수에서 임피던스 특

성을 만족하게 되어 FSCS는 단일 구조로 세 개의 공

진 주 수를 갖는 역 지 필터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이용하여 FSCS를 그 자체로 역 지 필터로 

활용하거나 하모닉 제거을 한 용도로 응용되고 있

다. 하지만, 식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수모드 입

력 임피던스의 값은 우수모드 임피던스와 스터  임

피던스의 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우수모드 임

피던스를 결정하는 결합선로의 결합계수에 따른 최

의 스터  임피던스를 모의 실험을 통해 도출하 다. 

다음 표 1은 결합계수에 따른 최 의 스터  임피던

스를 나타낸다.

Coupling 

Coefficient

Imp. of 

even-mode

Optimized 

stub’s Imp.

Bandstop 

bandwidth

0.35 72Ω 18 Ω 140.6%

0.40 76Ω 25 Ω 129.7%

0.45 81Ω 35 Ω 118.5%

0.50 87Ω 47 Ω 109.1%

0.55 93Ω 65 Ω 99.0%

0.60 100Ω 86 Ω 91.8%

0.65 109Ω 119 Ω 83.1%

0.70 119Ω 167 Ω 74.7%

표 1. 결합계수의 따른 FSCS의 역 지 역폭
Table 1. Bandstop bandwidth of the FSCS as the 

coupling coefficient  

표 1에서 결합계수에 따른 최 의 스터  임피던스를 

구하고 이 때의 역 지 역폭을 같이 표시하 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역 지 역폭을 해

서는 낮은 결합계수로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 

낮은 스터  임피던스는 스터 의 폭을 넓게 하여 구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기 의 사양을 고려하여 조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

제 구 되는 FSCS는 략 120%의 역 지 역폭

을 갖도록 설계될 수 있다.

Ⅲ. 다단 FSCS를 이용한 역 지 필터 
설계

단일 FSCS의 역 지 역폭을 향상시키기 해 

2단의 FSCS를 설계하 다. 2단 FSCS는 그림 1의 

FSCS에 결합선로와 개방형 스터 의 기  길이가 

반인 FSCS를 추가로 연결한 것이다. 2단 FSCS는 

단일 FSCS의 개방형 스터 에 의한 공진 주 수 f0와 

하모닉 3f0, 두 번째 FSCS의 스터 에 의한 공진 주

수 2f0에서 공진을 발생시키며, 각 주 수 상측  

하측에서 결합선로에 의한 추가의 공진 을 형성하게 

된다. 즉, 이론 으로 두 배 이상의 역 지 역폭

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1단과 2단의 

FSCS의 결합계수를 동일하게 하고 표 1에서 얻어진 

최 의 스터  임피던스를 용하여 각각의 역폭을 

모의실험하여 그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결합계수에 따른 이상  FSCS의 역폭 
Fig. 3 Bandstop bandwidth of the ideal FSCS as 

the coupling coefficient

그림 3은 단일 FSCS와 2단 FSCS의 역 지 

역폭을 나타내고 있다. 2단 FSCS는 두 개의 결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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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동일한 경우 (t = 1)와 두 번째 FSCS의 결합계

수가 첫 번째 FSCS의 결합계수의 t배인 경우를 나타

낸 것이다. 이 때, 각 개방형 스터 의 임피던스는 표 

1에서 제시된 최 화된 임피던스 값에 하여 설정되

었다. 2단 FSCS의 역 지 역폭은 그림 3과 같이 

결합계수가 작을수록 증가하 고, 동일한 결합계수를 

가질 때 단일 FSCS보다 역폭을 상승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2단 FSCS에서 각각의 단  

FSCS의 결합계수가 서로 다를 때의 역 지 특성은 

2단의 결합계수가 1단보다 큰 경우 더 넓은 역폭을 

얻을 수 있다. 2단 FSCS에서는 역폭의 포화값인 

200%에 근 하여 결합계수에 따른 역폭 증가폭이 

단일 구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넓은 지 역 역폭을 확보

하기 해 3단으로 FSCS를 구 하 다. 3단으로 구

성된 역 지 필터는 단일 FSCS의 개방형 스터 에 

의한 공진 주 수 f0와 하모닉 3f0, 5f0, 7f0를 가지며, 

두 번째 FSCS의 스터 에 의해 2f0, 6f0에서 공진을 

발생시키고 세 번째 FSCS의 스터 에 의해 4f0에서 

공진을 하게 된다. 물론 각 주 수의 상측  하측에

서 결합선로에 의한 추가의 공진 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3단 FSCS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3단 FSCS의 블럭도 
Fig. 4 Block diagram of the FSCS with 3 stage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차원 자기 해석을 통해 

2단  3단 FSCS를 통한 역 지 필터를 설계하

다. 역 지 필터는 유 체 손실값이 작은 (tanδ = 

0.0023) 유 율 2.55의 테 론(tefron) 기  에 구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5와 그림 6은 3차원 자기 

해석 툴인 HFSS를 이용한 설계 결과이다. 

그림 5. 2단 FSCS의 EM 설계 결과 
Fig. 5 Simulated results of 2 stage FSCS

그림 5의 2단 FSCS는 입력과 출력은 특성 임피던

스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각 결합선로와 스터 의 

기  길이는 1GHz의 λg/4와 λg/8로 맞춰 역 지 

필터의 심주 수가 4GHz가 되도록 하 다. 이 때, 

결합선로의 결합계수는 첫단은 0.2, 두 번째 단은 0.3

으로 설정되었고, 결합선로와 스터 의 임피던스는 각

각 110Ω, 50Ω으로 설계되었다. 설계 결과로는 심주

수에서 0.17dB의 삽입손실을 가지고, 1.40GHz에서 

6.38GHz까지의 주 수를 20dB 아래로 억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6. 3단 FSCS의 EM 설계 결과 
Fig. 6 Simulated results of 3 stage F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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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의 3단 FSCS는 각 결합선로와 스터 의 

기  길이는 각각 1.5GHz의 λg/4, λg/8, λg/16로 맞춰 

역 지 필터의 심주 수가 6GHz가 되도록 설계

하 으며, 각 단의 결합계수는 0.3으로 하고, 결합선로

와 스터 의 임피던스는 각각 70.7Ω, 30Ω으로 설계되

었다.

설계된 3단 FSCS는 심주 수에서 0.10dB의 삽

입손실을 가지고, 1.14GHz에서 12.56GHz까지의 주

수를 20dB 아래로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의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3단 FSCS

를 이용한 역 지 필터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제작된 3단 FSCS를 이용한 
역 지 필터의 사진 

Fig. 7 Photograph of the bandstop filter 
using 3 stage FSCS

그림 8. 제작된 3단 FSCS를 이용한 역 지 
필터의 측정 결과 

Fig. 8 Measured results of the manufactured 
bandstop filter using 3 stage FSCS

테 론 기  에 제작된 역 지 필터의 크기는 

8.7 * 78.6 mm2이다. 제작된 필터는 회로망 분석기에 

의해 그림 8과 같이 측정되었다. 역 지 필터는 

심 주 수 6GHz에서 삽입 손실 35.2dB와 반사손실 

0.91dB로 측정되었고, 1.15GHz에서 12.72GHz까지의 

주 수를 20dB 아래로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계 

결과와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끝단이 연결된 결합선로와 개방형 

스터 를 통해 간단히 구 할 수 있는 FSCS의 결합

계수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FSCS로 구 되는 

역 지 필터의 역 지 역폭을 향상시키고자 다단 

FSCS를 설계  제작하 다. FSCS는 결합계수가 작

을수록 역폭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결합계수가 

낮을수록 결합선로의 간격도 넓어지고 개방형 스터

의 임피던스가 낮아져 넓은 폭의 스터 를 요구하므

로 상하지 못하는 자기 결합이 발생하여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설계 라메터를 

고려하여 한 결합계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2단 FSCS는 1단의 FSCS의 기  길이를 반으

로 한 추가의 FSCS를 연결한 것으로 동일한 결합계

수를 통해서도 역 지 역폭을 향상시킬 수 있으

나 1단의 결합선로의 결합계수에 비해 2단의 결합계

수를 크게 하 을 때 최 의 역 지 향상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3단 FSCS로 구성된 

역 지 필터는 지 역 177.3% (1.15~12.72GHz)와 

지 역에서의 최  반사 손실 1dB의 결과를 얻었

다. 이와 같은 역 지 필터는 통과 역을 450MHz

로 하 을 때, 27차 하모닉까지 제거할 수 있어 하모

닉 제거가 요구되는 다양한 고주  시스템에 다단 

FSCS가 응용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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