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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ied dielectric ceramic waveguide filters using cascade trisection (CT) cross-coupled structures with an odd number of resonators between non-adjacent resonators. A dielectric ceramic
waveguide (DCW) filter was designed based on the asymmetric attenuation pole in the desired
frequency band. The DCW consisted of rectangular ceramic resonators with an even number of
resonators between non-adjacent resonators. DCW filters satisfy the demands for selectivity, band
rejections, and pass band insertion loss. For the multiple coupled resonator filters, the extraction
of circuit elements with conversion to a coupling matrix was described. The designed DCW filter
agreed with the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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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접한 공진기들 사이에 홀수개의 공진기를 가지도록 하는 CT (cascade trisection) 교차 결합 구조
유전체 세라믹 필터를 제작하였다. CT 교차 결합 구조를 기반으로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비대칭 감쇄극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형 유전체 세라믹 도파관 (dielectric ceramic waveguide, DCW) 필터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Study of a Dielectric Ceramic Waveguide Filter with Asymmetric Transmission Zeros by · · · – Seungwan Kim et al.

1433

제안하였다. 직사각형 공진기로 구성된 세라믹 도파관 필터는 구조상 비인접한 공진기들 사이에 짝수개를
구성하였다. 다중 결합 공진기 필터에 대해 결합 행렬로 변환한 후의 회로 요소의 추출에 기초한 합성
절차를 설명하였다. DCW 필터의 합성, 설계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작된 필터 주파수 특성과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
PACS numbers: 84.30.Vn
Keywords: 유전체 세라믹, 도파관, 필터, 비대칭 감쇄극, 교차 결합 구조

I. 서 론

simulator, HFSS)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안한 비대칭 감쇄극을 가지는

최근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은 4세대
통신의 LTE (long term evolution) 기술을 바탕으로 사물
인터넷을 포함하는 유무선 통합 개념의 5세대 통신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음성과 문자 등의 정보만을
주고받던 시스템이 훨씬 많은 기능을 사용 하도록 모듈과
부품들이 발전하고 소형, 경량화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요 부품인 필터도
뛰어난 주파수 선택성과 함께 소형, 경량화를 필요로 한다.
마이크로파 필터는 통신 시스템에서 원하는 주파수 신호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필수 제품이다. 앞서 많은 연구자
들이 이를 위하여 유전체 세라믹을 사용하여 크기를 크게
줄이거나 금속 캐비티 필터에 대칭 또는 비대칭의 감쇄극
을 사용하여 공진기의 수를 증가하지 않고 뛰어난 주파수
선택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전체
세라믹 필터는 주파수 특성이 나쁘고 금속 캐비티 필터는
크기를 소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몇몇 연구자
들이 이들의 장점만을 가질 수 있는 유전체 세라믹 도파관
형태의 필터를 연구하고 있다 [1–3]. 크기를 금속 캐비티
필터보다 소형화할 수 있는 유전체 세라믹 도파관 필터는
주파수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 감쇄극을 형성하여 공진기의
수를 증가하지 않고 원하는 주파수에서 매우 우수한 저지
대역 특성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감쇄극을 형성하려면
비인접한 공진기들을 결합하여야 하는데 특히 비대칭 감쇄
극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 비인접한 공진기들 사이에 홀
수개의 공진기를 가지도록 하는 CT (Cascade Trisection)
교차 결합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유전체 세라믹
도파관 필터를 구성하는 직사각형 공진기는 구조상 짝수개
만을 가지게 되어 원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에도 감쇄극을
가지게 되는 대칭적 감쇄극을 형성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직사각형 공진기들을 구
성하여 비인접한 공진기들 사이에 홀수개의 공진기를 가
지는 CT 교차 결합 구조의 비대칭 감쇄극을 가지도록 하
였다. 이를 위하여 결합 설계에 필요한 구성 매개 변수의
제공과 고주파 구조 시뮬레이터 (high frequency structure

도파관 대역 통과 필터는 고유전율의 세라믹을 이용하고 공
진기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감쇄만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II. CT 교차 결합 구조와 결합 행렬
교차 결합 공진기 필터 이론은 1970년대 Atia와 Williams
[1–4]에 의해 진행되었고 Cameron에 의해 일반적인 교차
결합 Chebyshev 필터링 함수로 확장되었다 [5–7]. 비대칭
주파수 응답을 가지는 필터는 통과대역 내 손실을 최소화하
면서 원하는 주파수에서 감쇄를 최대화하는 우수한 주파수
선택성을 가져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하다 [8,9].
일반적인 반응의 다중 결합 공진기 필터를 위한 고전적인
합성과정이 개발되었다. 여기서 합성 사이클은 더 낮은
차수의 실현 전달 함수를 남기면서 필터의 전달 함수로부
터 기본값을 얻기 위하여 확립되어진다. 그리고 이 합성
사이클은 남아있는 전달 함수의 차수가 제로가 될 때까지
반복된다. 트라이섹션 (trisection) 교차 결합 구조는 전송
영점이 통과대역의 한쪽 면에 생성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감쇄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통과 대역의 삽입 손실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전송 영점 주파수는 통과 대역의 낮
거나 높은 쪽으로 제어될 수 있다. 결합 트라이섹션은 CT
필터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대칭 반응을 가지는 한 축의 전송
영점의 실현을 위하여 소개되어진다. 전통적으로 교차 결합
필터의 특별한 범주내에 속하는 트라이섹션 구조의 CT
필터는 비표준적이고 상업적으로 이용적이지 않은 기술을
통하여 얻어진다 [10]. 특히, 참고문헌 [7,11–13]에서 지적
된 바와 같이, 이러한 구조들은 정규형 요소 필터 (cascaded
element filters) 들로 간주되어질 수 있고 회로 소자의 추출
값들이 결합 행렬로 변환되는 것에 기초한 고전적인 합성기
술을 사용하여 설계되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CT 필터 합성
문제에 전념한 매우 다양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직사각형
공진기의 CT로서 비대칭 감쇄극점을 가지는 DCW 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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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역통과 프로토타입 필터링함수와 결합 구조
CT 필터의 설계는 네트워크 합성기술과 유사한 과정을
따른다 [11]. 이 과정은 정규화된 각 주파수 (ω = 1) 를 가지
는 저역통과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전달과
반사함수 S는 식 (1) 과 같이 2개의 N 차수 다항식의 비로
표현되어진다.
S21 (ω) =

PN (ω)
FN (ω)
, S11 (ω) =
.
ϵEN (ω)
EN (ω)

(1)

Fig. 1. Generalized filter network with multi-resonator
coupling.

여기서 ω 는 각 주파수이고, ϵ 은 ω = ±1 에서 등차 리플
레벨의 정규화 상수 전달 함수로 식 (2) 와 같이 대역 통과
주파수내의 리턴손실을 dB 로 나타낸다.
( √
)
ϵ = 1/ 10RL/10 − 1 (Fn (ω)/Pn (ω)) |ω=1 . (2)
모든 다항식들은 가장 높은 항의 계수로 정규화된다고
가정하면, 반사 계수의 분자항을 결합하는 방법은 식 (3)
에서 나타내어진다 [7].
Fn (ω) =

1
(GN (ω) + G′N (ω)) .
2

(3)

GN (ω) = UN (ω) + VN (ω)
(4)

두 다항식들은 Cameron’s 과정에 따라 다시 정렬될 수 있다
[5]. N차 필터링 함수의 결과는 아래 식 (5) 와 같이 전달
함수와 관련될 수 있다.
2
S21
=

1
2 (ω) .
2
1 + ϵ CN

−1
S21 = −2j[Z]−1
N +2,1 , S11 = 1 + 2j[Z]11 .

(7)

여기서 [Z] = −j[R] + ω[U ] + [M ] 이고 [R], [U ] 그리고
[M ] 은 (N + 2) × (N + 2) 행렬이다. [R] 의 요소들은 R11
= RN +2,N +2 = 1 을 제외하고 제로이다. [U ] 는 U11 =
UN +2,N +2 = 0 을 제외하고 주요 대각요소들이 unity 한
단위 행렬이다. [M ] 은 공진기들의 공진주파수가 다름을
설명하는 영점이 아닌 대각 요소를 가지는 대칭 결합 행렬

(5)

여기서 CN (ω) 는 필터링 함수이다. 일반적으로 Chebyshev
특성에서 필터링 함수는 식 (6) 과 같이 형성된다.
(N
)
∑
CN (ω) = cosh
acosh(xn ) .
(6)
n=1
ω−1/ωn
1−ω/ωn ,

이다. 이 모델의 전달과 반사 계수는 오직 결합 행렬 [M ] 에
의존한다.

여기서 두 다항식은 식 (4) 와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G′N (ω) = UN (ω) − VN (ω).

Fig. 2. Coupling scheme of an asymmetric CT filter.

여기서 xn =
ωn 은 전송 영점을 포함한다. 결합
행렬을 얻기 위하여 다중 공진 결합을 가지는 일반적인 필
터 네트워크의 상황을 모델화할 필요가 있다. Fig. 1에서
보여주고 있다 [10].
모델은 N 개의 결합을 가지는 손실없는 공진기들로 구성
된다. 여기서 Mij = Mji 는 i 번째와 j 번째 공진기들 사이
에서 주파수에 독립적인 결합값을 나타낸다. 내부의 정규화
저항 Rs = 1 의 전압전원은 첫 번째 공진기와 연결되고 N
번째 공진기와 연결된 마지막의 부하는 정규화 저항 RL = 1

이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합성의 문제는 결합 행렬의
행렬식을 유도한다.

2. CT 결합 행렬과 결합 계수
본 논문에서는 각각 1개의 전송 영점을 형성하는 2개의
CT 결합구조로 이루어진 6단의 대역 통과 필터를 고려하
였다. 이 필터는 Chebyshev 구조를 가지고 리턴 손실은
15 dB이고 감쇄는 80 dB 이상이다. 전송 영점은 각각의
트라이섹션에 따라서 규격화 주파수 ωp1 = 1.775와 ωp2
= 2.221로 놓여진다. 합성된 필터의 결합구조가 Fig. 2에
보여진다. 전송 영점들과 관련한 모든 반사극들이 함께
계산되어 Table 1에 정리되었다.
앞선 연구 [4–7]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프로토타입 다
항식들이 구해졌고 CT의 결합 행렬이 합성되어졌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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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ingularities of six degree asymmetric CT
filter.
No.
1
2
3
4
5
6

Reflection
Zeros
−j0.9538
−j0.6165
−j0.0888
−j0.4292
−j0.7982
−j0.9781

Transmission
Zeros
J1.775
J2.221
j∞
j∞
j∞
j∞

Reflection
Poles
−0.4371 − j0.0871
−0.3706 − j0.6741
−0.3554 + j0.4771
−0.2088 + j0.8551
−0.1459 − j1.0582
−0.0660 + j1.0296

적으로, 영점이 아닌 결합 행렬의 요소값들은 Ms1 = 0.89,
M12 = 0.727, M23 = 0.55, M34 = 0.4505, M45 = 0.5301,
M56 = 0.706, M6L = 0.89, M13 = −0.21 그리고 M46 =
−0.271 이고, 6단 CT 필터의 결합 행렬은 아래 식 (8) 의 형
태로 나타낼 수 있다. 6단 비대칭 Chebyshev 필터의 전송과
반사계수는 식 (5) 의 필터함수로부터 직접 계산되어 Fig. 3
에 나타내었다. 또한 식 (7) 로부터 계산되어진 결합 행렬
[M ] 으로부터도 직접 전송과 반사 계수들을 얻어 주파수
응답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두 결과의 차이는 합성 기술의
정확도를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나타내지 않았다.


0 Ms1 0
0
0
0
0
0


0
0
0 
 Ms1 M11 M12 M13 0


 0 M12 M22 M23 0
0
0
0 


 0 M13 M23 M33 M34 0
0
0 

 (8)
 0
0
0 M34 M44 0
0
0 




0
0
0 M45 M55 M56 0 
 0


 0
0
0
0 M46 M56 M66 M6L 
0
0
0
0
0
0 M6L 0

Fig. 3. (Color online) Frequency response of six-degree
asymmetric filter, with two prescribed transmission zeros
at j1.775 and j2.221.

Fig. 4. (Color online) Proposed six-degree asymmetric
CT dielectric ceramic waveguide bandpass filter.

III. CT 도파관 필터의 설계 및 제작

저지대역 주파수의 감쇄량 : > 80 dB for ≥ 869 MHz

본 논문에서는 비대칭 주파수 반응을 가지는 2개의 CT
를 포함하는 900 MHz 대역의 6단 대역 통과 유전체 세라믹
도파관 필터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 필터의 설계는 통과대
역을 기준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에 2개의 전송 영점을 가
지도록 하였다. 필터의 사양은 아래와 같고 Fig. 4에 HFSS
를 이용하여 직사각형 공진기들로 이루어진 설계 모습을
보였다. 제시된 CT 도파관 필터는 유전율 36.8을 가지고
실버 페이스트 (silver paste) 로 도금되어진 유전체 세라믹
도파관 필터이다.

도파관 필터를 구성하고 있는 직사각형 공진기의 기본모
드는 TE10 이고 입출력단의 결합은 첫단과 마지막단에서
TE10 모드의 전자기장에 의해 들뜨는 짧은 수직의 모노
폴에 의하여 연결되어진다. Fig. 4와 같이 일반적인 동축
컨넥터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Fig. 4에서와 같이 필터는 2개의 동일한 트라이섹션으로
구성되어진다. 각 섹션내의 공진기들은 상호공진 아이리스
(Iris) 들로 결합되어진다. 트라이섹션 결합 구멍을 포함한
아이리스들은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모드 매칭 프로
세스를 구현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설계
된다. 각 공진기들의 전기적 길이와 각 포스트 (Post) 의 서
셉턴스 (Susceptance) 들은 잘 알려진 공식 [7]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이들 전기적 주파수 특성들의 결과는 Table

주파수 대역 : 824 ∼ 849 MHz
주파수내 리턴손실 : 15 dB
공진기의 수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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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ix degree asymmetric filter with RF value
of coupling susceptances* and resonant lengths.
Couplings
Bs1
B12
B23
B34
B45
B56
B6L

= −3.94325
= −19.0094
= −25.1291
= −30.7205
= −26.0976
= −19.5763
= −3.94325

j

B13 = 66.5716
B46 = 51.1591

1
2
3
4
5
6

Resonant lengths
(degree) ∅j , θj
77.0154
87.4593
81.8105
87.5382
88.2802
88.6931
88.7696
88.4408
87.5563
86.8309
87.6752
77.1449

* Normalized to the rectangular waveguide characteristic
admittance Y0 .

Table 3. Dimensions (in millimeters) of the CT DCW
filter.
Resonators
Irises
Diameters of the Coaxial ports
lengths
length
circular apertures dimensions
l0 = 50
a1 = 11.492
d1 = 4.49
d01 = 6.9
l1 = 35.568 a2 = 9.9921
d2 = 4.25
d02 = 3.0
l2 = 35.251 a3 = 17.221
h01 = 4.69
l3 = 38.611

2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상호 공진 아이리스들의 길이와
트라이섹션 결합을 위한 원 구멍의 지름은 필터의 크기와
함께 모드 매칭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컴퓨터 3D 전자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고주파 구조 시뮬레이터 (HFSS)
에 의해 설계되었고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5는 이론 (빨간색과 보라색 선), HFSS 시뮬레이션
결과 (오렌지색과 파란색 선), 그리고 실제 도파관 필터 제작
후 측정한 주파수 응답 특성 (검정색과 녹색 선) 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결과는 잘 일치하였으며 제시한 방법
이 정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전체
세라믹 도파관 필터의 대역 통과 주파수내 삽입 손실은 1.5
dB이고 리턴 손실은 15 dB이며 비대칭 감쇄로 높은 주파수
869 MHz에서 감쇄량은 80 dB를 나타내었다.

Fig. 5. (Color online) Frequency response of CT dielectric waveguide filter.
측정결과는 3% 대역폭에서 1.5 dB의 삽입 손실과 −15 dB
의 반사 손실을 나타내었으며 감쇄는 869 MHz 이상의 주
파수에서 −80 dB를 보여 이론 및 시뮬레이션 결과와 매우
일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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