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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histhesis,anovelpowerdividerisproposedthatcansuppress
the9harmonicoutput.Thepowerdivideremploys λ/4n개방 스터브
s,whicharelocatedatthe3λ/4branchesandparallelconnectionof
resistorwhichshuntstheoutputports.
According to experimentalresults,itwas found thatthe power
dividershowedaharmonicsuppressioncharacteristiclowerthan-37dB
for9harmonicsoutput(1stto9thharmonic),whilemaintainingthe
characteristicsofaconventionalWilkinsonpowerdivider;featuringan
equalpowersplit,asimultaneousimpedancematchingatallportsand
a good isolation between output ports.The experimentalresults
showedagoodagreementwiththesimulation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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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Wilkinsonpowerdivider/combiner는 microwave전력 증폭기에서 아
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2].이것은 두 개의 λ/4전송선로와
의 값을 가지는 저항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데,이때 λ는 파장이고 

는 입출력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이다.전력 분배기 /결합기의 입력
포트와 출력포트는 정합이 되어있고 분배기의 경우에는 출력포트,결합기
의 경우에는 입력포트인 두개의 포트는 서로 isolation되어있다.
만약 회로에 삽입되는 분배기나 결합기에서 자체적으로 고조파성분을
억제할 수 있다면 비선형 회로에서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한 filter를 만들
지 않은 채 전력을 분배할 수 있게 되므로 크기와 비용면에서 장점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2003년 5월,전력 분배기 자체에서 고조파 성분을 억제한다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n번째 고조파 성분을 억제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3].
이것은 λ/4전송선로에 capacitiveload와 인덕터를 사용하여 3번째 고조

파를 억제하는 상당히 좋은 특성을 보여주었다.그러나 그 논문에서 제안
한 방법에 따르면 capacitiveload와 공진을 시키기 위하여 칩 인덕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등가회로를 복잡하게 하고 인덕터 자체의 Q가 낮아서
회로 전체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그리고 n번째 고조파만을
억제할 수 있을 뿐,이 외의 고조파는 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해 capacitiveload의 T-type등가
모델과 π-type등가모델[4]을 제안하였다.이로 인한 장점은 90°가 아닌
임의의 전송선로에 대해서도 길이를 줄이면서 등가적으로 같은 회로를 구
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인덕터를 사용하지 않아 낮은 Q로
인한 손실이 없고 회로 전체적으로 간단한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본 논문에서는 1개의 고조파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고조파를 억제하는 일반화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Wilkinson power divider의 설계 이론을 우모드 해석법과 기
모드 해석법을 통해 알아보고 , 3장에서는 전송선로의 길이가 90°가 아닌
일반적인 길이를 가지는 전송선로의 T-type등가모델과 π-type등가모델
을 해석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그리하여 5개의 고조파를 억제
하는 전력 분배기  모델을 만들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어떻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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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그 예를 보이고 있다 .

4장에서는 9개의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해 T-type등가모델과 π-type
등가모델을 사용하여 6개의 개방 스터브를 Wilkinsonpowerdivider의 두
개의 전송선로에 각각 배치하였다.그리고 최종적으로 9개의 고조파를 억
제한 Wilkinsonpowerdivider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적인 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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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WWWiiilllkkkiiinnnsssooonnnpppooowwweeerrrdddiiivvviiidddeeerrr의의의 설설설계계계 이이이론론론

Wilkinsonpowerdivider는 모든 포트사이에 isolation을 가지고 모든 포
트에서 임피던스 정합이 가능한 분배기이다.Wilkinsonpowerdivider는
출력 포트가 정합되면 무손실의 특성을 갖는다.즉,반사 전력이 있는 경우
에만 전력이 소모된다.
Wilkinsonpowerdivider는 임의의 전력 분배 비율을 갖도록 만들어 질
수 있으나,본 논문에서는 3㏈ Wilkinsonpowerdivider에 고조파를 억제하
는 특성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장에서는 3㏈ 전력 분배기의 설계 이론에 대
해 알아볼 것이다.
Wilkinsonpowerdivider는 마이크로 스트립 또는 스트립기판을 사용하
여 만들어지고 있으며 보통은 제작이 쉬운 마이크로 스트립 타입으로 만들
게 된다.
해석의 간략화를 위해 모든 임피던스를 특성 임피던스 Z0에 대하여 정

규화를 시킨다.그림 2.1의 회로는 중간을 기점으로 대칭으로 그려졌다.

λ/4

λ/4

ZZZZ

ZZZZ

Port 1Port 1Port 1Port 1

2222

2222

+V+V+V+V 3333

+V+V+V+V 2222

rrrr/2/2/2/2

1111

1111Port 2Port 2Port 2Port 2

Port 3Port 3Port 3Port 3
VVVV g3g3g3g3

VVVV g2g2g2g2

rrrr/2/2/2/2

그림 2.1.정규화되고 대칭성을 갖는 윌킨슨 전력 분배기
Fig.2.1.TheWilkinsonpowerdividercircuitnormalizedand

sym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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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waveline은 특성 임피던스 Z로 나타내어지고 병렬 저항의 정규
화된 값은 r이다. Equal-split power divider(-3dB)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가 된다는 것을 위의 해석 방법으로 유추해 낸다.
전력 분배기의 해석을 위해 그림 1을 두 개의 모드로 나눈다.우모드는
    라고 하고 기모드는    라고 정의한다.두 모
드는 각각 따로 해석을 한 다음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면   ,
  이 되며 이로부터 S-parameter를 구한다.

2.1우모드

우모드 여기를 위해     로 하면   가 되고 저항 

또는 port1의 두 개 전송선의 입력 사이에 있는 단락 선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그러므로 그림 1의 네트워크는 개방 선로로 양분할 수 있
으며 그림 2.2 (a)에 나타나 있다.Port 2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quarter-wavetransformer와 같은 형태의 전송선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면 port2는 정합 되며(  ),모든 power는 port1에
연결된 부하에 전달될 것이다.저항 은 한쪽 끝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S-parameterS12를 구하기 위해 전압 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송선로

방정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Port2에서  으로 놓으면 port1은
가 되고 전송선의 전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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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4

ZZZZ
Port 1Port 1Port 1Port 1

2222 r/2r/2r/2r/2

1111

Port 2Port 2Port 2Port 2

2V2V2V2V

+V+V+V+V1111

+V+V+V+V2222

o.c.o.c.o.c.o.c. o.c.o.c.o.c.o.c.

(a)

λ/4

ZZZZ
Port 1Port 1Port 1Port 1

2222 r/2r/2r/2r/2

1111

Port 2Port 2Port 2Port 2

2V2V2V2V

+V+V+V+V 1111

+V+V+V+V2222

(b)

그림.2.2그림 1회로의 이분회로 (a)우모드 여기를 위한 회로도 (b)기
모드 여기를 위한 회로도
Fig.2.2BisectionofcircuitofFig..1.(a)Foreven-modeexcitation
(b)Forodd-mode ex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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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계수 ΓΓΓΓ 는 port1에서 정규화된 저항 값인 2쪽으로 보았을 때의
값으로 아래와 같이 된다.





그리고 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이 되고 대칭성에 의해    그리고    이 됨을 알 수 있다.

2.2기모드

기모드 여기를 위해       로 놓으면  가 되고 그림 1의
회로의 중앙 부분은 전압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그러므로 중앙 부분을
접지시켜서 회로를 양분화 할 수 있으며 그 회로가 그림 2.2.(b)에 나타
나 있다.Port2에서 들여다보면 의 임피던스를 볼 수 있으며 병렬 연
결된 λ/4의 전송선은 port1에서 short되어 있으므로 port2에서 전송선은
open된 것처럼 보인다.그러므로   일 때 port2는 정합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모드 여기에서는 port1로는 전력이 전달되는 것이 없
으며 모든 power는 저항 로 전달된다.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
S-parameters를 추론할 수 있다.



- 7 -

     (양쪽 모드에서 port2와 3은 모두 정합되기 때문)
     (가역적 회로이므로 대칭적임)
     (가역적 회로이므로 대칭적임)
     (양분화 했을 때 단락 또는 개방되기 때문)

마지막 식으로부터 port2와 3은 격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 port2와 3이 정합된 부하로 종단되어 있을 때 port1에서 입력

임피던스를 결정함으로써 결정되어진다.결과적인 회로가 그림 2.3에 나타
나 있으며   인 우모드 여기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정규화된 저
항 2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회로에서 억제될 수 있으며 그 회로가
그림 2.3(b)에 나타나 있다.이 회로는 정규화된 저항 1로 종결되어 있는
평행한 두 개의 quarter-wavetransformers로 나타내어진다.
입력 임피던스는

  



 


이고 이로써   이 된다.Port1로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 ports가 모두
임피던스 정합이 되어 있을 때 저항에서는 전력이 소비되지 않는다.그러
므로 출력들이 정합되어 있으면 Wilkinson power divider는 무손실이 되
고 port2와 3로부터 반사된 전력만이 저항에서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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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1Port 1Port 1Port 1

Port 2Port 2Port 2Port 2

Port 3Port 3Port 3Port 3

1111

1111

1111 ZZZZ inininin

2222

2222

2222

(a)

λ/4

λ/4
Port 1Port 1Port 1Port 1

Port 2Port 2Port 2Port 2

Port 3Port 3Port 3Port 3

1111

1111

1111 ZZZZinininin

2222

2222

(b)

그림 3 을 구하기 위한 윌킨슨 전력 분배기 해석 (a)종단된 윌킨슨
전력분배기 (b)(a)의 회로에 대한 이분회로
Fig.3.AnalysisoftheWilkinsonpowerdividertofind .(a)The
terminatedWilkinsonpowerdivider(b)Bisectionofthecircui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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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고조파 성분을 억제하기 위해 T-type등가회로와 π

-type등가회로를 제안하였다.그리고 먼저,억제할 고조파의 수를 5개로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론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고,그 후에 억제
할 고조파의 수를 9개로 늘려갔다.

3.1.T-typeλ/4등가회로 구현방법

그림 3.1(a)는 전송선로의 길이가 90°가 아닌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전
송선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전송선로의 ABCDmatrix는 아래와 같다.





  



 





(3.1)

그림 3.1(b)의 전체 ABCDmatrix는 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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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a)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전송선로 (b)T-type등가회로
Fig.3.1.(a) Transmission line of arbitrary length (b) T-type
equivalentcircuit

   이므로,전체 ABCDmatrix는 아래와 같다.









 


     




    


  

(3.2)

그림 3.1의 두 회로는 등가적으로 같으므로 3.1과 3.2두 식으로부터
T-type등가회로의 임피던스 과 병렬 커패시턴스성분 을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3.3)

식(3.3)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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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시 식 (3.4.c)를 정리하면,

 
  

 




  (3.5)

가 되고,(3.5)식에서 (3.4.b)식을 빼면 아래와 같다.


 



  

 (3.6)

(3.4.a)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여기서 t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3.7)

(3.7)식을 (3.6)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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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 ′  
 

(3.8)식의 우변을 좌변으로 옮겨서 다시 정리한다.


   ′


  ′  


 ′  


 
  

  
 ′
   

  


 ′

따라서 T-type등가회로의 임피던스 는

   
 ′
± 

 
 


 ′ (3.9)

이고,여기서 t'은 다음과 같다.

. ′
 


  

또한 T-type등가회로의 병렬 커패시턴스값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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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여기서,t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a)에서 전송선의 길이 이 그림 3.1(b)와 같이 전송선 

와 집중소자 로 표현이 되면,전송선의 길이 가 원래 전송선의 길이
보다 줄어들고 특성 임피던스 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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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a)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전송선로 (b)π-type등가회로
Fig.3.2.(a)Transmission line ofarbitrary length (b) π-type
equivalentcircuit

3.2π-typeλ/4등가회로 구현방법

그림 3.2는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전송선로(a)에서 π-type등가회로(b)
를 표현한 것이다.전송선로의 길이가 90°일 때에는 Hirota[4],180°일 때
에는 Hong[5]이 제안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인 임의의 길이는 다음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3.10)

  


 (3.11)

이 식들도 전송선의 길이 가 그림 3.2(b)와 같이 전송선 와 집중
소자 로 표현하면 전송선로의 길이 는 줄어들고 특성 임피던스 

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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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λ/4전송선로의 등가회로를 이용한 고조파 억제

강봉구 교수가 제안한 전력 분배기의 길이는 용량성 부하 전송선로를 λ

/4로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λ/4보다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3].
이로 인해 전력 분배기의 기모드 정합을 위하여 인덕터를 불가피하게
삽입하게 된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이 인덕터를 억제하기 위해 용량성
부하 전체를 λ/4로 사용한다.
T-type등가회로를 이용하여 회로를 제작할 경우에는 하나의 고조파
성분만을 억제할 수 있다.반면 Hirota의 이론을 사용하여 π-type등가회
로를 구현하였을 경우엔 2개의 고조파를 억제할 수 있다.이는 두 가지
등가회로에서 보이는 병렬 커패시턴스 값을 개방 스터브로 구현하고 이
개방 스터브의 길이와 폭을 조절함으로써 n번째 고조파성분을 억제하는
데,T-type은 하나의 병렬 커패시턴스를 가지고 π-type은 두개의 병렬
커패시턴스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때 개방 스터브의 폭과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개방 스터브의
전기적 길이 은 억제하고자 하는 고조파의 차수로부터 구할 수 있고,
개방 스터브의 임피던스 는 T-type과 π-type등가회로에서 구해지는
값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림 3.3.개방 스터브 구현법
Fig.3.3.realizationofopenst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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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개의 고조파 성분을 억제하는 회로 (θ=90°)
Fig.3.4.5harmonicssuppressioncircuit(θ=90°)

그림 3.5.5개의 고조파 성분을 억제하는 회로 (θ=270°)
Fig.3.5.5harmonicssuppressioncircuit(θ=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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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9)

  



위 식으로부터 구해진 개방 스터브를 윌킨슨 전력 분배기의 두 개의
전송선로에 배치하여 우리가 억제하고자 하는 고조파를 억제할 수 있다.
억제하고자 하는 고조파의 수에 따라 적절히 T-type과 π-type등가회로
를 배치하면 셋 이상의 고조파를 억제할 수 있다.
그림 3.4는 5개의 고조파를 억제하는 회로이다.그림에서 보듯이 5개의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해 90°전송선로를 30°씩 3등분하여 각 30°길이의
등가회로를 각각 T-type과 π-Type으로 구현하였다.가운데 점선으로 표
시한 부분이 T-type이고 양쪽은 π-type이다.T-type에서 하나의 고조파
를 억제하고 양쪽의 π-type에서 각각 두 개씩의 고조파를 억제하여 모두
5개의 고조파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회로는 우리가 원하는 5개의 고조파 성분을 정확하게 억
제할 수는 있지만 각 개방 스터브의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아 실제 제작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그림 3.4에서 이 331.6Ω으로 가장 크고,가장 작
은 가 107.73Ω이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90°전송선로가 아닌
270°전송선로를 사용해보았다.
물론 이 때에 2번째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한 개방 스터브와 3번째 고조
파를 억제하기 위한 개방 스터브가 각각의 기수배의 고조파도 같이 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억제되는 고조파의 수는 더 많아진다.그러나
여기에서는 5개의 고조파만을 억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외의 효과는 무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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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λ/4전송선로 등가회로를 이용한 고조파 억제

앞 chapter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억제하고자 하는 고조파의 수가 많아
질수록 λ/4전송선로에서는 제작해야 하는 개방 스터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개방 스터브의 임피던스가 높아져 제작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발생한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3λ/4전송선로의 등가회로를 이용하여 설
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그림 3.4는 3λ/4 전송선로를 90°씩 3등분하여 각각의 등가회로를 π

-type과 T-type으로 구현한 것이다.이 그림에서 개방 스터브의 임피던
스는 λ/4전송선로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낮아져 가장 큰 값인 이
102.5Ω으로 낮아진다.따라서 3λ/4전송선로를 사용하면 실제 제작이 더
쉬워진다.
전기적 길이에 따른 λ/4와 3λ/4개방 스터브의 임피던스를 표 1에 나
타내었다.
그림 3.6은 π-type과 T-type등가회로의 전송선로의 길이 변화에 따른
각 parameter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전송선로의 길이가 0°에서
90°까지 변함에 따라서 전송선로의 임피던스 변화와 개방 스터브의 병렬
커패시턴스성분과 전기적 길이의 변화를 나타낸다.이 그래프에 따르면 π

-type과 T-type의 type에 무관하게,등가회로에서 전송선로의 길이를 길
게 할수록 전송선로의 임피던스는 작아지고 개방 스터브의 병렬 커패시턴
스값과 전기적 길이도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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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5.π-type과 T-type의 전송선로 길이에 따른 각 파라미터의 변화
(a)전송선로의 임피던스 (b)병렬 C성분 (c)개방 스터브의 전기적 길이
(Z0=50Ω)
Fig.3.5.Variationofparametersaslengthoftransmissionlineofπ-type
andT-type(a)impedanceoftransmissionline(b)ωC(c)electricallength
ofopenstub(ZO=5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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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전송선로의 길이가 λ/4, 3λ/4 일 때, 각 개방 스터브의 

임피던스 수치 ( ㎒)

Table 3. 1. 임피던스s of open stubs where length of 

transmission line is λ/4 and 3λ/4 ( ㎒)

개방 스터브의 

전기적 길이

임피던스

λ/4 3λ/4

45° 331.66 Ω 102.5 Ω

30° 191.43 Ω 96.22 Ω

22.5° 137.34 Ω 69.03 Ω

18° 107.73 Ω 54.15 Ω

15° 125.43 Ω 44.66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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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

중심주파수 880㎒에서 가 70.7Ω이고 9개의 고조파를 억제하는
Wilkinsonpowerdivider를 실제 제작한 후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에는 Agilent사의 ADS를 사용하였다.제작에 사용된 기판은
유전율이 3.5이고 0.75mm의 높이를 가지는 teflon기판을 사용하였다. 측
정에 사용한 장비는 HP사의 HP8722ESnetworkanalyzer이다.
9개의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해 각 등가회로의 병렬 커패시턴스를 개방
스터브로 제작하였는데 제작된 각각의 개방 스터브의 임피던스와 전기적
길이는 표 2에 나타내었다.
각 개방 스터브의 길이는 λ/4n로 n은 2부터 9까지의 값을 가진다.이중
6번째와 9번째의 개방 스터브는 제작할 필요가 없다.그 이유는 2번째의
개방 스터브가 그 기수배인 6번째의 고조파를 억제하고 마찬가지로 3번째
의 개방 스터브도 그 기수배에 해당하는 9번째 고조파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회로도이며 그림 4.2는 이 회로도를
이용하여 실제 제작한 기판의 사진이다.실제 제작된 powerdivider는
13㎝ ×6㎝의 크기를 가진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제작된 기판으로 측정한 결과 값의 S-parameter를
비교한 그래프를 그림 4.3에 나타내었다.중심주파수 880㎒에서 S11은
-25㏈,S21은 -3.2㏈를 만족하고,또한 S21은 중심주파수의 각 배수에서
-37㏈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의 n배 주파수에서의 각
S21을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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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개의 고조파를 억제하는 회로
Fig.4.1.9harmonics suppressioncircuit

그림 4.2.9개 고조파를 억제하는 윌킨슨 전력 분배기의 제작된 사진
Fig.4.2.Photograph offabricated Wilkinson powerdividerfor9

harmonics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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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3.윌킨슨 전력 분배기의 S-parameter의 시뮬레이션값과 측정값
(a)S11,(b)S21
Fig.4.3.SimulatedandmeasuredS-parametersof Wilkinsonpower
divider(a)S11,(b)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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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작된 윌킨슨 전력 분배기에서 오픈 스터브의 전기적 길이와 

임피던스 값

Table 2. Electrical length and impedances of open stubs of 

fabricated Wilkinson power divider

frequency electrical length 임피던스

2f0 45˚ 100 Ω

3f0 30˚ 57.73 Ω

4f0 22.5˚ 59.2 Ω

5f0 18˚ 46.41 Ω

7f0 12.8˚ 75.73 Ω

8f0 11.25˚ 66.3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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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윌킨슨 전력 분배기의 S21의 시뮬레이션 값과 측정값

table 3. S21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 of Wilkinson 

power divider

주파수

S21

계산치 (dB) 측정치 (dB)

f0 -3.01 -3.2

2f0 -68.1 -59.7

3f0 -52.5 -39.1

4f0 -57.1 -42.8

5f0 -46.3 -37.1

6f0 -53.2 -42.8

7f0 -41.7 -53.3

8f0 -72.6 -37.9

9f0 -55.1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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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결결결론론론

본 논문에서는 윌킨슨 전력 분배기에 고조파를 억제하는 기능을 추가함
으로써 전체 회로의 구성에서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한 filter가 따로 필요
하지 않아 그 구성이 간단해지고,인덕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간단
해질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하였다.π-type등가회로와 T-type등가회로
를 이용하여 9개의 고조파를 억제할 수 있는 전력 분배기를 구현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고 실제 제작하여 측정까지 하였다.
중심주파수 880㎒에서 2포트와 3포트의 출력이 -3.2㏈로 동일하였고
(S21=S31),isolation특성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880㎒의 각 배수
에서는 S21과 S31이 정확히 -37㏈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윌킨슨 전력 분배기는 중심주파수의 각 배
수에서 고조파를 억제하면서,중심주파수에서는 일반적인 윌킨슨 전력 분
배기로서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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