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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칭 이 역 력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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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이중 대역에서 높은 분배 비율로 동작하는 비대칭 윌킨슨 전력 분배기의 설계에 대해 이론적인 
접근 방법과 제작을 제안하였다. 비대칭 전력 분배기가 이중 대역에서 동작하도록 T-자형 전송선과 Monzon의 이론
식을 이용하여 두 개의 직렬 마이크로 스트립라인을 구현하도록 제안하였고, 높은 분배비율을 가지는 분배기에서 높
은 임피던스에서는 T-자형구조를 가지는 마이크로 스트립라인을 낮은 임피던스에서는 주기적 병렬 오픈 스터브를 사
용하여 구현하였다. 이 분배기의 이론적 설계의 검증을 위해, 5:1의 비대칭 듀얼 밴드 전력 분배기를 1GHz와 2GHz

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측정을 하였다. 이 측정 값 들은 시뮬레이션과 거의 동일함을 보였다.

주제어 : 이중대역, 주기적 병렬 오픈 스터브, 2-섹션전송선로, 비대칭 윌킨슨 전력분배기

Abstract  This paper suggested a theoretical approach and an implementation for the design of an unequal 
Wilkinson power divider with a high dividing ratio operating at two-frequencies. The T-section transmission 
lines and the two-section of Monzon’s theory are proposed to operate a dual-band application. To achieve the 
high dividing ratio divider, the high impedance line using a T-shaped structure and low impedance lines with 
periodic shunt open stubs are implemented. For the validation of this divider, a dual-band power divider with a 
high dividing ratio of 5 is simulated and measured at 1 GHz and 2 GHz. The measured performances of the 
divider are in good agreements with simulation results.

Key Words : Dual-band, periodic shunt open stub, two-sections transmission line, unequal Wilkinson power 
di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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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킨슨 력 분배기는 마이크로  공학  다채 을 

이용하여 무선 주 수 통신 시스템의 회로 설계의 분야

에서 사용되며, 1960 년 어니스트 J. 킨슨에 의해 소개 

되었다 [1]. 일반 으로 킨슨 력분배기는 λ/4 송선

을 이용하는 싱 밴드 칭 력 분배기지만 칭 력 

분배기와 이  역, 다  역 등에서 동작이 가능한 월

킨슨 력 분배기 들도 제안되고 있다. 비 칭 듀얼 밴드 

력 분배기는 최근 T-자형, π-자형, 집  소자  RLC, 

coupled lines,두 개의 직렬 마이크로 스트립라인 변환기, 

병렬 스터  력 분배기와 같은 많은 응용 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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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n unequal Wilkinson 
power divider

서 보고되고 있다. 두 개의 직렬 마이크로 스트립라인에

서는 Monzon의 이론 [2]에 기 하여 듀얼 밴드 킨슨 

력 분배기 [3-8]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력분배기의 

분배비율이 k
2>3일 때, 높은 임피던스 값을 갖는 마이크

로스트립 송선로는 실질 으로 구 하기가 어렵다. 높

은 특성 임피던스를 구 하기 해 그루  구조의 마이

크로스트립(grooved substrate microstrip), 듀얼 송선

로, 단락 스터 를 갖는 평행 결합 선로 등이 제안되어 

졌다. 한 낮은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소형화된 력 분

배기는 주기  연결을 이용한 속  구조(slow wave 

structure)의 분산  분석법으로 구 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두 주 수에서 동작하는 분배비율이 높

은  5:1의 비 칭 킨슨 력 분배기를 제안한다. 비 칭 

듀얼 밴드 력 분배기를 설계하기 해, λ/4 변환기는 

듀얼 밴드인 두 개의 직렬 마이크로 스트립라인 력 분

배기로 체된다. 높은 분배비율 때문에 듀얼 밴드 비

칭 력 분배기를 설계하는데 있어 높은 임피던스에서는 

T-자형 송선로를 이용하고 낮은 임피던스에서는 병력

연결 송선로를 이용하여 설계  제작하 다. 

2. 이론과 설계 

2.1 전송선로 이론

높은 분배비율을 가지는 이  역 비 칭 력 분배

기를 구 하기 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구  가능한 특

성 임피던스와 R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

는 듀얼 밴드에서 높은 임피던스 선로를 T-자형 송선

로로 변환하는 것, 세 번째는 Monzon의 이론을 용하여  

λ/4 싱  밴드 마이크로스트립라인을 이  역인 두 개

의 직렬 마이크로 스트립라인으로 변환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낮은 임피던스라인을 이용하여 커패시터

를 주기 으로 연결한 송선로를 구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높은 분배 비율을 가지는 비 칭 

력 분배기 에서의 높은 임피던스 값 Z1은  마이크로 스트

립라인으로 구 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Figure 1]에서와 같이 포트 2와 포트 3을 바라본 입력 

임피던스 Zi3와 Zi4를 낮은 임피던스 값으로 디자인 하

다. 비 칭 력분배기의 회로도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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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식들로부터, 특성 임피던스 값은 기존의 비 칭 

력 분배기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 그러나   식을 이용

하여 낮은 임피던스 값을 구 함에도 불구하고 임피던스 

Z1의 값은 여 히 송선로의 폭을 설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피던스 Z1은 듀얼 밴드 T-자형 송선로로 변

환시킨다. 기  길이 θ1(f1) 과 θ2(f1) 는 [7]에 의해 정의

되고 특성 임피던스 Zn1과 Zn2의 듀얼 밴드 변환기의 식

은 다음과 같다.

 


(5)

  
 (6)

[Figure 2(b)]는 λ/4 선로에 한  T-자형 송선로의 

등가회로도 이다.  식으로부터 λ/4 선로는 특성 임피선

스 Zn1과 Zn2를 가진 T-자형 마이크로 스트립라인으로 

변환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Monzon의 이론을 용하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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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으로 부터, 기존의 킨슨 력 분배기 회로의 단

일 주 수를 가진 하나의 섹션을 임의의 두 주 수 f1과 

f2에서 두 개의 직렬 마이크로 스트립라인을 가진 송선

로로 만드는 것이다 [2]. [Figure 2(c)] 는 Monzon의 식으

로부터 마이크로 스트립라인 선로를 만들기 해 입력 

 출력 특성 임피던스로 부터 특성 임피던스 Z1과 Z2의 

값들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식으로부터    


이고 는 상 상수, 길이 l1과 l2은 Z1과 Z2에서 같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커패시터를 병렬 연결한 송선로 

(capacitive loaded transmission line, CLTL)를 구 하는 

것이다. 높은 임피던스 값을 가지는  Zn은 입력 임피던스

를 낮은 임피던스 값으로 디자인하고 다시 T-자형 송

선로로 구 을 했으나 낮은 임피던스 값을 가지는 Z03와 

Z07은 넓은 폭의 송선로를 가지기 때문에 역시 마이크

로스트립으로 구 하기가 어렵다. 낮은 임피던스 라인으

로 구 할 수 있도록 N개의 단  셀을 가진 주기  커패

시터 병렬연결 송선로(CLTL)를 설계하 다.  단  셀

(unit cell) 등가회로는 T-자형 송선로와 같이 길이 d/2

를 가지는 두 개의 직렬 마이크로 스트립라인과 하나의 

병렬 커패시터가 연결된 구조이며 [8], 단  셀의 송선

로 길이 d와 커패시턴스 Cp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 ∙
(7)

 
 

 
 

 
(8)

 





∙ (9)

여기에서, ZcOS는 특성 임피던스이고 vcOS는 상 속도

이며, l은 오  스터 로 구 될 물리  길이다. [Figure 

4]는 주기  커패시터의 병렬연결 송선로의 단  셀과 

일련으로 연결된 CLTL이다.  식들로부터 낮은 특성 

임피던스 Z04=11.20 Ω과 Z07=10.44 Ω를 높은 임피던스로 

변경할 수 있다.

2.2 설계

분배 비율이 k2 = 5 이고 단  셀이 N = 5 인 듀얼 밴

드 비 칭 킨슨 력 분배기를 식 (1) - (9)를 이용하여 

각각의 임피던스 값들을 구하면,

R = 26.83 Ω, f1 = 1 GHz, f2 = 2 GHz, Z1 = 81.9 Ω, Z2 

= 16.38 Ω, Z3 = 33.44 Ω, Z4  = 14.95 Ω, Zn1 = 47.29 Ω, 

Zn2 = 70.93 Ω, Z01 = 119.75 Ω, Zo2 = 56.02 Ω, Zo3 = 23.95 

Ω, Zo4 = 11.20 Ω, Zo5 = 29.29 Ω, Zo6 = 38.18 Ω, Zo7 = 10.44 

Ω, Zo8 =  21.43 Ω. 특성 임피던스 Z1 신 Zn1 과 Zn2를 

사용하고 낮은 임피던스인 Z04와 Z07 신 CLTL을 이용

하여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을 구 한다.

<Table 1> CLTL microstrip line element dimensions 
for low characteristic impedances.

Z04 Z07

WcTL(mm) 9 5.65
d(mm) 0.585 0.625

WcOS(mm) 0.7 0.7
N 5 5

[Fig. 2] Equivalent circuits (a) λ/4 (b) T-shaped 
transmission line (c) two-section 
dual-band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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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unequal dual-band Wilkinson 
di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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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과 시뮬레이션 

유 율 εr = 4.3, H = 1.6 mm, T = 0.035 mm, tanδ = 

0.0009  인 이  역 비 칭 력 분배기를 제작 하 으

며 력 분배기는 k
2 = 5이고 주 수 1 GHz와 2 GHz에

서 동작한다.

ZcTL ZcTL

Cp

d/2 d/2

l

WcTL

WcOS

d

(a) (b)

Z
c
O

S

[Fig. 4] Capacitive loaded transmission line  
         (a) unit cell (b) configuration.

[Figure 5]는 5:1비율의 높은 임피던스와 낮은 임피던

스에서의 송선로와 두 개의 직렬 마이크로 스트립라인 

송선로를 가진 비 칭 이  역 력 분배기이다. 시

뮬 이션은 AWR사의 Microwave Office를 이용하 다. 

제작된 력분배기 PCB는 엔질런트 네트워크 HP8753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Figure 6]으로부터, 측정 값  

 은 1 GHz에서 -7.88 dB, 2 GHz에서 -11.11 dB이

고,  은 1 GHz에서 -1.41 dB, 2 GHz에서 -3.03 dB

이다. 두 포트사이에서의 력 비율은 각각 1 GHz에서 

-6.47 dB, 2 GHz에서 -8.07 dB로서 시뮬 이션에 비해 

40 MHz 시 트 됨과 동시에 2 GHz에서 1.26 dB 정도의 

오차가 있음을 활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력 분배기 

제작 시 오차에서 나온 것으로 명된다. 반사 손실은 두 

주 수에서 각각  은 -21 dB, -27.6 dB 이며 

 는 -21.9 dB, -6.18 dB 그리고  은 -19.2 dB, 

-7.64 dB로 2 GHz에서의 반사 손실이 좋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고립 손실  은 각각 -17.4 dB 와 -13.4 

dB로 손실 값들은 체로 2 GHz에서 15 dB 보다 음을 

보여 다.

[Fig. 5] 5:1 Unequal dual-band Wilkinson power 
divider

          

(a) 

        

(b)

[Fig. 6] Simulation and measurement of S-parameter 
(a) Return Loss (b) Isolation & Insertio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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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은 높은 임피던스와 낮은 임피던스에서 동작 

할 수 있는 력분배기의 이론을 바탕으로 5:1의 높은 분

배 비율을 가지는 이  역 비 칭 킨슨 력 분배기

를 설계  제작하 다. T-자형 송선로는 높은 임피던

스에 CLTL은 낮은 임피던스에 각각 용하여 구 하

으며 주 수는 1 GHz와 2 GHz이다. 

두 출력 포트에서 -6.47 dB와 -8.07 dB의 력 비율을 

가지며 1 GHz에서의 -19 dB 이상의 반사 손실을 가지나 

2 GHz에서는 출력포트의 반사 손실이 -7 dB 이하인 것

을 볼 수 있다. 고립 손실 역시 2 GHz에서 -13 dB 정도

로 2 GHz에서의 손실 값들은 -15 dB 이하임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k2이 3보다 높은 분배 비율을 가지는 비 칭 

력 분배기 들을 설계함에 있어 높은 임피던스는 T-자

형과 두 개의 직렬 마이크로 스트립라인을 이용하고 낮

은 임피던스는 병렬연결 오  스터 를 이용하여 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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