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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nducted research on the microwave memristive response of a microstrip transmission line
(MTL) coupled with an yttrium iron garnet (YIG) thin film. We investigated the memristive
responses of YIG-MTL devices with MTL signal lines of different widths. Measurement results
showed that a decrease in the width of the MTL signal line resulted in an improvement of the
microwave memristive response of the YIG-MTL device. Based on transmission line theory, we
showed that the enhancement of the memristive property of the MTL was due to an increase in
the inductance that was caused by a decrease in the width of the signal line. The increase in the
inductance of the MTL caused an increase in the strength of the microwave magnetic near field,
and as a result, the magnetic coupling between the YIG and MTL was improved. The present
result provides a useful way to improve the memristive response of a wave memristive device and
should be helpful in the design of wave memristive microwav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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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 맴리스티브 소자를 위한 마이크로 스트립 전송선 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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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trium Iron Garnet (YIG) 단결정 박막과 결합 된 마이크로 스트립 전송선 (Microwave Transmission
Line; YIG-MTL) 소자의 신호선 폭에 따른 마이크로파 맴리스티브 (Microwave Memristive; MWM)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신호선 폭을 갖는 YIG-MTL 소자를 제작하여 소자의
MWM 응답 특성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YIG-MTL 소자의 신호선 폭이 감소할수록 소자의 MWM
응답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송선로 이론을 통해 관찰된 YIG-MTL소자의 MWM 응답
특성 향상이 신호선 폭의 감소에 따른 MTL구조의 인덕턴스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신호선 폭이 감소할수록 MTL구조의 인덕턴스가 증가하고, 인덕턴스가 증가할수록
마이크로파 자기 근접장의 세기가 증가하며, 자기 근접장의 강해질수록 YIG와 MTL 사이의 자기적 결
합이 향상되기 때문에YIG-MTL소자의 MWM 응답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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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맴리스터로 (Memristor) 알려진 저항기억 소자는 소자
를 통해 흐른 전하량을 비 휘발적으로 기억하여 전도도가
조절되는 특성을 갖는 소자로서 [1–3], 차세대 메모리 소자
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4–7].
특히, 맴리스터 소자를 통해 생물학적 뇌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뉴로모픽 (Neuromorphic) 시스템의 인공 시냅스
(Synapse)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이후 [3],
맴리스터 소자를 활용하여 생물학적 뇌의 범용성과 효율성
을 갖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8–12].
기존의 맴리스터 소자 연구는 주로 정보가 전하량에 부호
화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소자를 통해 흐른 전하의 양에 따
라 전기 전도도가 조절되는 특성, 즉 맴리스티브 (Memristive) 특성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전하 기반 맴리스터 소자는 전하량에 정보가 부호화 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소자를 통해 직접적인 전자 혹은 정공의
이동이 나타나고, 기존 전자소자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전하 이동에 의한 에너지 손실, 발열 및 응답 속도의 한계를
갖는다. 특히 소자에 전달된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자
를 통해 흐르는 전하의 양, 즉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의한 열과 에너지 손실 또한 증가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전자기파는 유전체의 손실 특성이 작은 경우 전하의 직
접적인 이동 없이 에너지를 거의 잃지 않고 통과하여 먼
곳까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광통신과 같은 원거리 통신
시스템의 정보 전달을 위한 정보운송자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기파를 사용한 통신 및 연산 시스템에서 정보는 전하량
이 아닌 전자기파의 주파수와 진폭에 부호화 되어 처리된다.
따라서 통신 시스템과 같이 전자기파의 주파수 혹은 진폭에
정보를 부호화 하여 처리하는 인공 신경망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면 기존 전하기반 신경망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3–17].
전자기파 기반의 뉴로모픽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력된 전자기파의 진폭 및 주파수에 대해 맴리스터와 같이
응답특성이 변화하는 맴리스터 소자를 구현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기존연구에서 강자성체인 Yttrium Iron Garnet
(YIG) 물질과 결합된 마이크로 스트립 (Microstrip) 구조
를 갖는 소자에서, 소자의 투과 및 반사 특성이 입력된 마
이크로파의 주파수와 진폭의 변화에 따라 비 휘발적으로
변화하는 마이크로파 맴리스티브 (Microwave Memristive;
MWM)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 MWM 특성이 YIG의 강한 자연 강자성 공명
(Natural Ferromagnetic Resonance; NFMR) 특성과 최
대 엔트로피 생성 원리 (Maximum Entrop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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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MEPP) 에 따른 자기구역 (Magnetic Domain;
MD) 구조의 적응적 변화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으나 [17,18], MWM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자의
구조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립 전송 선 (Microstrip
Transmission Line; MTL)과 YIG가 결합(Coupling)된 소
자 (YIG-MTL)에서 MWM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TL
의 구조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MTL은 마이크로파 소자에
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기판으로 마이크로파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선 (Signal Line; SL) 과 접지의 역할을 하는
금속 박막 사이에 유전체가 존재하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SL의 폭을 조절하여 MTL의 마이크로파 응답특
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19,20]. 특히 MTL은 마이크로파
소자 및 시스템에서 마이크로파의 전달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MWM 특성을 갖는 MTL의 구현은 마이크로파로
동작하는 신경망 소자 및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TL이 YIG와 결합되는
영역의 신호선 (Coupling Region Signal Line; CR-SL) 이
각기 다른 폭을 가질 때 나타나는 MWM 특성 변화에 관
하여 조사하고, MWM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YIG-MTL
소자의 구조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실험방법
Figure 1(a,b) 에 실험을 위해 제작한 MTL 소자의 구조
를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MTL 소자는 실크스크린을
이용한 인쇄 (Silk screen printing) 기법과 레이저 가공기를
통하여 제작하였다. 두께 1 mm, 폭과 길이가 각각 30 mm
와 40mm인 직사각형 모양의 산화알루미늄 (Al2 O3 ) 기판
위에 소성용 은 풀 (Silver paste) 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도포한 후 100 ℃에서 1시간동안 건조시켜 균일한 두께의
은 풀 층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은 풀 층을 레이저 (λ =
1,070 nm, 20 W) 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MTL
구조를 갖도록 가공하였고, 가공된 시료를 전기로에서 800
℃의 온도로 30분간 소성하여 20 – 30 µm 두께의 전도성 은
박막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소자의 산란 파라미터
(Scattering Parameter; S-parameter) 측정을 위해 소자의
양 끝에 SMA (Sub Miniature version A) 단자를 납 땜으로
연결한 후 마이크로파 동축선을 사용하여 (Coaxial cable)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Vector Network Analyzer; VNA)
에 연결하였다. MTL의 마이크로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주
어진 주파수에 대해 기판의 유전율과 신호선의 폭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소자에 마이크로파가 잘 전달되기 위해
서는 이 변수들을 조절하여 측정기기와의 임피던스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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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Illustration of YIG-MTL device and measurement setup: (a) Top view of the MTL device; (b)
Cross section of YIG-MTL device; (c) Measurement setup. Red arrows indicate direction of microwave signal, and a
blue arrow indicates an external magnetic field direction for the initialization process.
(Impedance matching)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된다. 이때 소자를 투과하여 포트 2 로 전달된 투과 마이

본 연구에서는 VNA와 1.0 GHz의 마이크로파 주파수에서

크로파의 세기는 소자의 임피던스에 의존하며, 소자 투과

50 Ω 임피던스 정합을 이루도록 신호선의 폭이 1mm가 되

특성의 변화는 S-parameter중 투과파를 기술하는 S21 의

도록 MTL을 설계하였으며, 신호선의 중간 영역에 YIG와

변화를 관찰하여 분석할 수 있다.

결합되는 5mm 길이의 CR-SL영역이 위치하도록 설계한 후

소자의 MWM 특성 측정은 크게 소자의 응답 특성을 초

제작하였다. 실험은 YIG단결정 박막을 CR-SL영역에 올려

기화 시키는 초기화 과정 (Initialization Process; IP), 소

놓은 후 응답특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자의 응답특성을 변화시키는 변조 (Modulation Process;

YIG단결정 박막은 GGG (Gadolinium Gallium Garnet)

MP) 과정과 변화된 소자의 응답특성을 측정하는 검출 과

기판에 액상 에피텍시 (Liquid-Phase Epitaxy; LPE )기법

정 (Probing Process; PP) 으로 구성되어 있다. IP 과정은

으로 제작되었으며, 기판과 YIG 박막의 두께가 각각 1mm

강한 외부자기장을 짧은 시간동안 소자에 인가하는 방식으

와 1µm 인 시료를 사용하였다.

로 수행되며, 이 과정 중에 외부 자기장에 의해YIG의 MD

Figure 1(c) 에 YIG-MTL 소자의 응답 특성을 평가하

구조가 초기상태로 변화되어 YIG의 NFMR이 초기화 된

기 위한 측정 기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측정 기기는

다. MP 과정은 YIG의 NFMR을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과

크게 소자의 S-parameter를 측정하는 VNA (Advantest,

정으로, YIG의 MD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마이크

R3765CH), 마이크로파의 강도를 증폭하기 위한 전력 증폭

로파 (modulation microwave; m-MW ) 를 짧은 시간동안

기 (Power amplifier, Gain: 40 dB), 마이크로파의 강도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검출 (PP) 과정

조절하기 위한 가변 감쇄기 (Programmable attenuator, 0

에서는 세기가 약한 검출 마이크로파 (Probing microwave;

– 60 dB), 그리고 YIG의 자화 상태를 초기화 시키기 위한

p-MW) 를 소자에 인가하여 소자의 응답 특성을 측정하며,

전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VNA의 포트 (Port) 1으로 부

이때 검출 마이크로파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YIG의 MD

터 공급된 –10 dBm의 마이크로파는 전력 증폭기를 통해

구조가 NFMR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 측정과정의 순

30 dBm으로 증폭된 후 가변 감쇠기에 의해 –20 – 30 dBm

서는 IP-PP-MP-PP로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진행되었다.

범위의 강도로 조절되며, 시료를 통과한 후 포트 2 로 전달

IP 과정에서 소자의 투과 특성을 기술하는 S21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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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a) Real part of S21 -parameter (Re[S21 ]) of YIG-MTL devices measured in the initial state with
different CR-SL width: 0.1mm (black); 0.2 mm (red); 0.5 mm (green); 0.8 mm (blue); 1.0 mm (cyan). (b-d) Re[S21 ]
changes as a function of modulation microwave frequencies of YIG-MTL devices with different width: (b) 1.0 mm; (c)
0.8 mm; (d) 0.5 mm, where fp and fm denote the probing and modulation microwave frequencies, respectively.
진폭의 자연로그 (Natural logarithm) 값을 측정하였으며,

III. 실험결과

이때 p-MW의 세기 (pp) 는 항상 –20 dBm이 되도록 조절
하였고, p-MW 주파수 영역은 YIG의 NFMR 이 나타나는

Figure 2 (a)에 초기 상태에서 측정한 YIG-MTL 소자의

주파수 부근인 0.1 – 3.5 GHz 가 되도록 선택하였다. 먼저

S21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소자에서 1.25 GHz을

m-MW의 주파수 (fm) 에 따른 소자의 응답특성 변화를 관

중심으로 하는 강한 흡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

찰하기 위해 fm을 0.1 GHz에서 3.5 GHz까지 0.1 GHz씩

으며, 이 결과는 초기 상태에서 YIG의 MD 구조가 갖는

증가시키며 검출 과정을 반복하였고, 이때 m-MW의 세기

NFMR 주파수가 1.25 GHz 근처라는 것을 의미한다 [17].

(pm ) 는 항상 30 dBm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m-MW

또한 CR-SL의 폭이 1 mm에서 0,1 mm로 감소할수록 흡수

의 세기에 따른 소자의 응답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고

피크의 깊이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된 주파수에서 pm 을0 dBm에서 30 dBm까지 변화시켜

YIG의 NFMR에 의한 마이크로파 흡수가 신호선의 폭이

가며 검출 과정을 반복하였다.

감소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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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b) Real part of S21 -parameter (Re[S21 ]) changes as a function of modulation microwave
frequencies of YIG-MTL devices with different width: (a) 0.2 mm; (b) 0.1 mm, where fp and fm denote the probing
and modulation microwave frequencies, respectively.
Figure 2 (b–d) CR-SL 폭이 1.0, 0.8, 0.5 mm인 YIG-

CR-SL의 폭이 0.1 mm인 경우 흡수 피크의 변화를 보이는

MTL 소자의 m-MW 주파수 fm 에 따른 S21 측정 결과를

fm 의 영역이 0.5 – 3.0 GHz 로 넓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나타내었다. CR-SL의 폭이 1 mm 인 소자의 경우, 1.25

이 결과는 CR-SL의 폭이 줄어들수록 YIG의 자기구역 구

GHz에 위치한 흡수 피크 높이 및 주파수의 변화가 나타나

조를 변화시키는 fm 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않았으며 이것은 m-MW에 의한 소자의 응답 특성 변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CR-SL의 폭이 줄어들수록 마이크로

가 없음을 의미한다. CR-SL의 폭이0.8 mm 과 0.5 mm 인

파 자기 근접장 (Microwave magnetic nearfield)의 세기가

소자들의 경우, fm 이0.5 – 1.5 GHz 사이일 때 흡수 피크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D의 세차운동에너지는 인

높이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흡수 피크의 주파수는 변화하지

가된 마이크로파의 주파수가 NFMR 주파수로부터 멀어질

않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fm 이 YIG의 NFMR 주파수인

수록 감소하지만, 세차운동을 여기 시키는 마이크로파 자기

1.25 GHz 부근일 때 흡수 피크의 높이 변화가 상대적으로

근접정의 세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fm 이 NFMR 주파수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흡수피크의 높이 변화는

부터 먼 경우에도 YIG의 MD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YIG의 NFMR 특성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세차운동을 여기 시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 자기 근접장의

YIG의 MD 구조가 m-MW에 의한 강한 세차운동에 의해

세기가 증가해야 한다.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이 결과는 fm 이 YIG

또한 CR-SL 폭이 0.2, 0.1 mm인 YIG-MTL 소자들의

의 NFMR 주파수와 같을 경우 공진조건을 만족시키므로

경우 0.5 mm 이상인 소자들과는 달리 m-MW에 의한 흡수

m-MW는 YIG에 강한 세차운동을 여기 시키게 되고, 강한

피크 주파수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fm 이 1.0 – 1.7 GHz

세차운동이 YIG의 MD 구조를 변화시킨 것으로 설명할 수

범위일 때, 두 소자 모두 흡수 피크의 주파수가 1.25 GHz

있다 [21–24]. 또한 흡수피크의 높이 변화가 작고 주파수가

부근에서 1.3 – 1.4 GHz 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m-MW에 의한 YIG의 MD 구조

관찰되었다. 그러나 CR-SL 폭이 0.2mm 인 소자의 경우 그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외의 fm 에 대해서는 흡수 피크의 주파수 변화가 관찰되지

반면에 CR-SL 폭이 0.2, 0.1 mm인 YIG-MTL 소자들의

않은 반면, CR-SL 폭이 0.1mm 인 소자의 경우 fm 이 1.7

경우 m-MW에 의해 소자의 흡수 피크 높이와 주파수가

– 2.3 GHz 범위일 때 소자의 흡수 피크 주파수가 1.5 – 1.6

크게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ure 3 (a,b) 에 CR-SL

GHz 의 높은 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폭이 0.2, 0.1 mm인 YIG-MTL 소자의 fm 에 따른 S21 측정

fm 이 3.0 GHz 일 때 흡수 피크의 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

결과를 나타내었다. CR-SL의 폭이 0.2 mm인 경우, fm 이

수 영역인 1.7 GHz 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0.5 – 2.0 GHz 사이일 때 흡수 피크의 변화가 관찰되었고,

이 fm 이 증가할수록 YIG-MTL 소자의 흡수 피크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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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a-d) Real part of S21 -parameter (Re[S21 ]) changes as a function of modulation microwave
power (pm) of YIG-MTL devices with different width: (a) 0.8 mm; (b) 0.5 mm; (c) 0.2 mm; (d) 0.1 mm, where the
fp denotes the probing microwave frequency. The modulation microwave frequency was 1.4 GHz.
즉 YIG의 NFMR 주파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결과는 YIG의 초기 MD 구조가 보다 높은 NFMR
주파수를 갖도록 m-MW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17,18]. 이러한 현상은 이전 논문에서 보고된 결과와
같으며, 강하게 여기 된 열린 계의 기본 법칙인 MEPP에
따라 YIG의 자기구역 구조가 마이크로파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즉
NFMR 주파수가 fm 과 같을 때 m-MW의 흡수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YIG의 자기구역 구조는 NFMR 주파수가 fm
의 주파수와 가까워지도록 변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fm
이 증가할수록 NFMR 주파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또한
0.1mm 인 소자의 경우에서 좀더 큰 NFMR 주파수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은 마이크로파 근접장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YIG의 자기구역 구조에 보다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YIG-MTL 소자의 MWM 응답 특성은
m-MW에 의해 YIG의 NFMR 주파수가 변화할 때 나타나
므로, 이 결과로부터 마이크로파 자기 근접장의 세기가 증
가할수록 MWM 응답 특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a–d) 에 CR-SL의 폭이 0,8 0.5, 0.2, 0.1 mm인
YIG-MTL 소자에서 관찰된 m-MW의 세기 pm 에 따른 S21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fm 은 S21 의 가장 큰 변화
가 나타난 주파수인1.5 GHz로 고정하였고, m-MW 세기를
0 dBm에서 30 dBm까지 1 dBm 간격으로 증가시키며 측정
하였다. CR-SL의 폭이 0.8 mm 인 소자의 경우 m-MW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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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흡수 피크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CR-SL의 폭이
0.5 mm인 소자의 경우 pm 이 28 dBm까지 증가하여도 흡수
피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pm 이 29 dBm 이상일
때 흡수 피크의 약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CR-SL
의 폭이 0.2 mm인 소자에서는 pm 이 23 dBm 이상일 때부
터 흡수 피크의 높이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pm 이 30
dBm일 때 흡수 피크의 주파수가 1.3 – 1.4 GHz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CR-SL의 폭이 0.1 mm
인 소자의 경우에는, 흡수 피크의 높이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하는 pm 이 22 dBm으로 더 낮아졌으며, 흡수 피크의
주파수의 변화도 0.2 mm인 경우보다 더 낮은 28 dBm일
때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는 CR-SL의 폭이 좁아질수록 YIG-MTL 소자
의 응답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m-MW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m-MW의
세기에 대해 좁은 폭의 CR-SL에서 더 강한 마이크로파 자
기 근접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YIG-MTL
소자의 MWM 특성은 YIG의 NFMR 주파수가 변화할 때
극대화되기 때문에, 흡수 피크의 주파수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마이크로파의 세기가 CR-SL의 폭이 감소할수록 같이
감소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즉 이 결과는 YIG-MTL 소
자 구조에서 CR-SL의 폭이 좁아질수록 YIG-MTL 소자의
MWM 특성을 더 작은 전력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들은 YIG-MTL 소자의 MWM 응답 특성이 CRSL 폭이 좁아질수록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CR-SL의 폭이 좁아질수록 CR-SL의 인덕턴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YIG-MTL 소자에서 CR영역은
MTL과 같은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며, 주어진 신호선의
길이에 대해 MTL의 인덕턴스는 기판의 높이와 신호선의
폭과 같은 기하학적인 변수에 의존한다. 신호선의 폭이
기판의 두께 보다 작거나 같을 때 CR영역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l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20]:
(
)
60
8h
w
l=
ln
+
(1)
c0
w
4h
여기서 c0 는 진공중의 빛의 속도, h 는 MTL 소자 기판의
높이, 그리고 w 는 신호선의 폭을 나타낸다. Equation (1)
은 주어진 h에 대해 신호선의 폭을 감소시킬수록 CR영역의
인덕턴스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R영역의 인덕턴스 변화에 따른 YIG-MTL 소자의 투
과 특성은 전송선로 이론과 S21 파라미터를 통해 기술할
수 있다. YIG-MTL 소자의 반사도가 매우 낮은 경우 S21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19]:
ln S21 ≃

Zs
2Z0

(2)

여기서 Z0 와 Zs 는 각각 MTL 신호선의 임피던스와 YIG
와 결합된 CR영역의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본 소자에서
YIG와 MTL은 마이크로파 자기 근접장을 통해 상호작용
한다. 따라서 YIG의 NFMR 특성이 변화하여 자기 투자율
이 변화할 때 유전율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CR영역의 임피던스 변화는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17]:
∆Zs ≃ iωL∆µ

(3)

여기서 ω 는 입력 마이크로파의 주파수, L은 YIG가 결합되
지 않은 CR 영역의 인덕턴스, 그리고 ∆µ는 YIG의 투자율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Eq. (1) 과 Eq. (2) 로부터
S21 파라미터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µ 와 L 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 ln S21 ∝ L∆µ

(4)

Equation (4)는 주어진 YIG의 투자율 변화에 대해 CR-SL
영역의 인덕턴스 (L)이 증가할수록 S21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YIG의 NFMR 특성 변화에 의한 투자율 변화
∆µ에 대해 CR영역의 인덕턴스가 클수록 더 큰 투과특성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파 전류에 의해 생성된 CR-SL영역의 자
기장의 세기는 인덕턴스와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세기의
마이크로파 전류에 대해 CR-SL영역의 인덕턴스가 증가할
수록 강한 자기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YIGMTL 소자에서 YIG의 자기구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세차운동을 여기 시켜야 하며, 세차운동의 세기는 인
가된 마이크로파 자기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CR-SL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CR-SL영역이 큰 인덕턴스를 갖는다면 큰 응답 특성의 변화
뿐 만 아니라 소자의 응답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마이크로파의 세기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낮은 마이크
로파 전력에서도 MWM 특성을 보이는 소자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결론적으로 본 실험 결과는
CR-SL의 폭이 좁아질수록 인덕턴스가 증가하며, 이에 의한
YIG-MTL간의 자기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MMW 특성
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로부터
CR-SL영역의 인덕턴스가 MMW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YIG-MTL 마이크로파 소자에서 입력 마이크로파에 대
한 MWM 응답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TL의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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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연구하였다. YIG와 MTL의 결합 부분인 CR영역의
신호선의 폭이1.0, 0.8, 0.5, 0.2, 0.1 mm 인 MTL을 제작하
여 YIG 와 결합한 후 변조 마이크로파 입력으로 인한 YIGMTL소자의 응답특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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