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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6-단자 위상 상관기는 동위상 전력 분배기 한 개와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 세 개로 구성된 회로로 입력 신

호의 위상을 판별하는 복조 회로에 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37.5-Ω 동축선 3개를 이용한 광대역 2:1 임피던스 

변환 회로 구조의 동위상 전력 분배기와 Wireline 이용한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를 사용하여 광대역에서 동

작하는 6-단자 위상 상관기를 제안하였다. 중심 주파수 1000MHz에서 제작된 제안된 광대역 6-단자 위상 상관기는 

640~1270MHz 주파수 범위에서 동위상 전력 분배기 입력 신호에 대한 4개의 출력 단자로의 신호 전달 특성(Si1)은 

세기–6.5±0.6dB와 위상 오차 ±3.4° 이내,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 입력 신호에 대한 신호 전달 특성(Si2)은 세기–
6.1±0.6dB와 위상 오차 ±6.2° 이내, 입력 반사계수(S11 and S22) -14dB 이하의 안정적인 값을 가졌다.

ABSTRACT 

The 6-port phase correlator consists of one in-phase power divider and three 3-dB 90-degree phase difference power 
dividers, and is mainly used in a demodulation circuit that determines the phase of an input signal. This paper proposes 
the wideband 6-port phase correlator that consists of an in-phase power divider using a wideband 2:1 impedance 
transformer with three 37.5-Ω coaxial cables, and a 3-dB 90-degree phase difference power divide using Wireline. The 
proposed wideband phase correlator fabricated at a center frequency of 1000MHz has the value of the input reflection 
coefficient(S11 and S22) -14dB or less in the frequency range of 640~1270MHz. Also, the signal transmission 
characteristic(Si1), from the in-phase power divider input port to four output ports, has the amplitude of –6.5±0.6dB and 
the phase error of within ±3.4°, and the signal transmission characteristic(Si2), from the 90 degree phase difference power 
divider input port to four output ports, has the amplitude of –6.1±0.6dB and the phase error of within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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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고주파 회로에서 6-단자 회로는 2개의 입력 단자와 

4개의 출력 단자 또는 정합 단자를 가지고 있어서 초고

주파 소자 또는 회로의 동작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회

로[1, 2]로 사용되고 있다. 6-단자 위상 상관기[3-6]는 2
개의 입력 단자에 동일한 주파수의 신호가 입력하는 경

우 2개의 입력 단자에 공급하는 신호의 위상차를 파악

하는 데 매우 용이하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6-단
자 위상 상관기는 위상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

템의 복조 회로에서 직접변환 방식으로 입력하는 신호

의 위상을 추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직접변환 방식을 

통한 신호 복조는 신호 전송을 위한 반송파 주파수를 6-
단자 위상 상관기의 두 개의 입력 단자의 입력 주파수 

신호로 사용하기 때문에 광대역에서 동작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6-단자 위상 상관기는 그림 1과 같이 동위상 전력 분

배기 1개와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 3개로 구성

된다. 6-단자 위상 상관기는 동위상 전력 분배기의 입력 

단자인 1번 단자와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의 입

력 단자인 2번 단자에 동일 주파수의 신호가 입력하게 

되면 다른 2개의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에서 신

호가 결합되어 4개의 출력 단자에는 두 단자의 입력하

는 신호의 위상차에 따른 직류 전압값의 신호가 출력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6-단자 위상 상관기 회로에서 동위

상 전력 분배기로는 상대적으로 광대역에서 동작하는 

윌킨슨 전력 분배기 구조를 사용하고,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로는 동작 영역이 개선된 브랜치라인 커플러 구

조를 많이 사용한다. 

Fig. 1 The block diagram of the general 6-port phase 
correlator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영역이 개선된 광대역 동작이 

가능한 6-단자 위상 상관기를 제안하고 실제 제작하였

다. 제안된 광대역 6-단자 위상 상관기는 동위상 전력 분

배 회로는 동축선 선로를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 

회로[7]를 사용하였고,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 회

로는 2선 Wireline 선로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구현된 

회로의 특성과 중심 주파수 1000MHz에서 제작된 광대

역 6-단자 위상 상관기의 동작 특성을 살펴보았다. 

Ⅱ. 본  론

2.1. 제안하는 6-단자 위상 상관기

그림 2는 제안하는 6-단자 위상 상관기 구조이다. 6-
단자 위상 상관기 내의 동위상 전력 분배기는 3개의 동

축선을 이용하여 광대역 2:1 임피던스 변환 회로[7]로 

구현하였다. 50-Ω 입력 임피던스와 25-Ω 출력 임피던스

를 가지는 2:1 임피던스 변환 회로에서 출력을 두 개의 

경로로 분배하게 되면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

가 모두 50-Ω인 광대역 동위상 전력 분배기가 된다. 6-
단자 위상 상관기 내의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는 

API technologies사의 2선 Wireline을 이용하여 구현하

였다. 2선 Wireline은 동축선로 내에 2선의 전송선이 있

어서 Wireline 길이를 달리하면 다양한 주파수에서 쉽

게 광대역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2의 1번 단자에 세기 A, 위상 α`인 전압(V1) 신

호가 입력하고, 2번 단자에 1번 단자에 입력하는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의 세기 B, 위상 β인 전압(V2) 신호가 입

Fig. 2 The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6-port phase 
corre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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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때 제안하는 6-단자 위상 상관기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1번 단자에 입력한 신호는 광대역 2:1 임피던스 변

환 회로를 거쳐 두 개의 경로로 분배되어 (A/1.414)의 세

기와 α의 위상을 갖는 전압이 된다. 2선 Wireline은 신호

가 공급되는 입력 단자를 기준으로 입력 단자와 연결된 

선로의 반대편 단자는 출력 단자, 입력 단자 선로와 연

결되지 않는 선로로 입력 단자와 같은 방향에 존재하는 

단자는 결합 단자, 입력 단자 선로와 연결되지 않는 선

로로 출력 단자와 같은 방향에 존재하는 단자는 격리 단

자이다. 2선 Wireline의 입력 단자에 세기 B와 위상 β의 

전압이 입력하면 출력 단자의 전압은 세기 (B/1.414)와 

위상 (β+π/2)이 되고, 결합 단자의 전압은 세기 

(B/1.414)와 위상 (β+π)이 되고, 격리 단자로는 전압이 

존재하지 않는다. 6-단자 위상 상관기의 1번 단자와 2번 

단자로 입력된 신호는 출력 단자인 3번 단자로는 식 (1), 
4번 단자로는 식 (2), 5번 단자로는 식 (3), 6번 단자로는 

식 (4)의 전압을 가진 신호가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1번 

단자와 2번 단자로 입력하는 전압 세기 A와 B가 같으면 

입력하는 위상의 차이에 따라 출력 단자에는 표.1의 전

압값이 발생한다. 즉, 6-단자 위상 상관기의 두 개의 입

력 단자에 입력하는 신호의 주파수와 신호 세기가 같으

면 출력 단자 4개에 존재하는 전압값을 바탕으로 입력

하는 2개의 신호의 위상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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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대역 2:1 임피던스 변환기

6-단자 위상 상관기의 입력 신호는 동위상 전력 분배

기와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를 통해 출력하거나 

두 개의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를 통해 출력한

다. 그러므로, 6-단자 위상 상관기의 동작 영역은 동위상 

전력 분배기의 동작 영역과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

기의 동작 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윌킨슨 전력 분배기로 

대표되는 동위상 전력 분배기는 동작 주파수 대역을 넓

히기 위한 많은 연구[8-11]가 진행되고 있다. 6-단자 위

상 상관기에서 동위상 전력 분배기에 연결된 회로가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이므로 동위상 전력 분배

기를 통해 제공된 신호가 반사되어 다시 동위상 전력 분

배기의 출력부로 입력되는 신호의 세기는 매우 낮다. 그
러므로 입력 임피던스 50-Ω, 출력 임피던스가 25-Ω인 

광대역 2:1 임피던스 변환 회로에 두 개의 50-Ω 임피던

스 선로를 출력에 연결해서 구현한 광대역 동위상 전력 

분배기는 6-단자 위상 상관기의 광대역에 알맞은 회로

라 할 수 있다.
그림 3은 6-단자 위상 상관기의 광대역 동작을 위해 

사용된 동축선 선로를 이용한 광대역 2:1 임피던스 변환 

회로[7]를 이용한 동위상 전력 분배기 회로도이다. 세 

개의 동축선 선로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광대역 임피던

스 변환 회로는 동축선 A의 특성 임피던스를 ZA, 동축선 

B의 특성 임피던스를 ZB, 동축선 C의 특성 임피던스를 

ZC라고 하면 입력 임피던스 Zin와 출력 임피던스 Zout는 

식 (5)와 (6)과 같이 표현된다. 즉, 3개 동축선로 특성 임

피던스의 값에 따라 다양한 입력 임피던스 값과 출력 임

피던스 값을 갖는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임피던스 변환 회로에서 그림 3과 같이 임피던스를 변

환하는 소자를 임피던스가 다른 선로를 이용하는 경우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동작 주파수 범위는 임피던스 변

환 선로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Fig. 3 The block diagram of the wideband 2:1 
impedance transformer using three coaxial cables

Table. 1 The output voltage of the 6-port phase correlator



동축선 임피던스 변환기와 Wireline Coupler를 이용한 광대역 6-단자 위상 상관기

1191

기본적인 (λ/4)-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이용하여 입력 

임피던스가 50-Ω, 출력 임피던스가 25-Ω인 2:1 임피던

스 변환을 하려면 입력 선로와 출력 선로 사이에는 동작

을 원하는 중심 주파수의 (λ/4)에 해당하는 길이의 약 

35.3-Ω 특성 임피던스인 선로를 삽입하여야 한다.제안

된 3개의 동축선로를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회로는 동축

선로 A와 B는 임피던스 변환을 원하는 중심 주파수에 

대한 (λ/4)에 해당하는 길이로 제작하지만 동축선로 C
의 길이는 중심 주파수에 대한 (λ/4)에 해당하는 길이보

다 길게하여 동작 특성을 변화시켜 동작 영역을 확장시

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5)

   

 ×  
(6)

광대역 2:1 임피던스 변환 회로는 동축선 A, B, C 모
두 특성 임피던스 75-Ω인 CERNEX사의 670-086/75 
SXE(εr=2.0) 동축선로 2개를 병렬 연결하여 특성 임피

던스 37.5-Ω인 선로로 구현하여 입력 임피던스(Zin) 
54.2-Ω, 출력 임피던스(Zout) 25.0-Ω의 값을 가졌다. 다양

한 임피던스의 선로가 존재하면 보다 최적으로 입력 임

피던스(Zin) 50-Ω, 출력 임피던스(Zout) 25-Ω인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구현할 수 있지만 입력 임피던스(Zin) 54.2-
Ω은 외부의 50-Ω 임피던스의 신호가 입력하면 입력 전

력의 약 99.8%에 해당하는 신호가 회로에 공급하게 된

다. 이는 입력 반사계수(S11) -27.9dB에 해당하는 값으

로 제작된 임피던스 변환 회로가 입력 임피던스 50-Ω이

고 출력 임피던스 25-Ω인 2:1 임피던스 변환 회로로 동

작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작된 2:1 임피던

스 변환 회로는 동축선 A와 B의 길이는 70mm, 동축선 

C의 길이는 80mm로 하였다. 동축선 길이 70mm는 

750MHz 주파수에서 전기적 길이 (λ/4), 1500MHz 주파

수에서 전기적 길이 (λ/2)에 해당하는 길이로서 제안된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중심 주파수를 1000MHz로 할 때 

적당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축선 C의 길이 80mm는 

660MHz 주파수에서 전기적 길이 (λ/4)에 해당하는 값

으로 동축선 A와 B의 주파수에 따른 전기적 길이와 달

리하여 회로 특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동

작 특성을 변화시켜 동작 주파수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
림 4는 제작된 광대역 2:1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이용한 

동위상 전력 분배기의 동작 특성을 측정한 값으로 Sij는 

j단자에서 i단자로의 S-parameter 값이다. 입력 반사계

수(S11) -15dB 이하, 출력 전달계수(S21 and S31) -3.2dB 
이상을 동작 범위로 하는 경우에 동작 주파수 범위는 약 

200 ~ 1200MHz로 중심 주파수 700MHz를 기준으로 약 

143% 동작 주파수 영역을 가졌다. 

2.3. Wireline을 이용한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

브랜치라인 커플러로 대표되는 3-dB 90도 위상차 전

력 분배기는 동작 주파수 범위에서 90도의 위상차를 유

지해야 하므로 광대역화된 회로 구현이 매우 어렵다. 다
양한 방법으로 광대역에서 동작하는 브랜치라인 커플

러[12, 13]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

우 동작 주파수 대역은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약 40%
이하의 대역을 보이고 있다.

2개의 전송 선로가 매우 근접하게 있는 2선 동축선로

를 사용하여 3-dB 90도 위상차 분배기를 구현하면 광대

Fig. 4 The operation characteristic of the fabricated 
wideband coaxial-cable power divider

(a)

(b)

Fig. 5 The photograph and the connection block diagram 
of the wireline; (a) The photograph of the wireline(BHC1) 
and (b) The connection block diagram of the wir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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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동작할 수 있다. 2개의 전송 선로를 가지는 API 
technology사의 Wireline[14]을 사용하여 광대역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를 제작하여 동작 특성을 살펴

보았다. 그림 5 (a)는 API technology사의 Wireline의 모

습이다. Wireline은 2개의 중심선은 근접해서 감겨있지

만 한 개의 선에 폴리이미드 코팅이 되어 있어서 2개의 

선은 전기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광대역

에서 높은 커플링을 가지는 커플러 또는 3-dB 90도 위상

차 전력 분배기 제작에 용이하게 작용한다. Wireline은 

그림 5 (b)와 같이 50-Ω 특성 임피던스(Zo)의 선로와 연

결하여 사용하는데 1번 단자를 신호 입력 단자라 하면 2
번 단자는 신호 출력 단자, 3번 단자는 신호 결합, 4번 단

자는 격리 단자이다. 
그림 6은 평균 동작 전력 100W에서 동작 가능한 

Wireline BHC1과 BHC2를 사용하여 중심 주파수 

1000MHz에서 제작한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의 

동작 특성이다. 제작된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

에서 Wireline BHC1과 BHC2의 선로 길이는 4.7cm, 50-
Ω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와의 연결을 위한 양쪽 2선 중심

선의 길이는 약 2mm로 하였다.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로 동작하는 Wireline의 길이는 식 (7)과 (8)을 이

용하여 구할 수 있다. 동작을 원하는 주파수범위의 낮은 

주파수(Fmin)와 높은 주파수(Fmax)를 이용하여 중심 주파

수 Fc를 MHz단위로 구한 뒤, 4700을 이 값(Fc)으로 나

누면 원하는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Wireline의 길이가 

된다. BHC와 BHC2는 커플링되는 최대값이 차이가 있

어서 손실이 없는 경우 BHC1은 커플링 값이 3.0dB, 
BHC2는 커플링 값이 2.65dB로 동작한다. 제작된 

BHC1와 BHC2의 동작 특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둘 

다 약 0.2dB의 손실값을 가졌다. BHC1의 동작 특성은 

그림 6에서의 실선으로 나타낸 값으로 약 400~1800MHz

에서 입력 반사계수(S11) -20dB 이하, 약 680~1220MHz
에서 출력 전달계수(S21 and S31) -3.25±0.25dB의 값을 

가졌고, BHC2는 그림 6에서의 점선으로 나타낸 값으로 

약 440~1400MHz에서 입력 반사계수(S11) -20dB 이하, 
약 540~1260MHz에서 출력 전달계수(S21 and S31) 
-3.25±0.5dB의 값을 가졌다. 

  

min max
(7)

     
 (8)

2.4. 제작된 6-단자 위상 상관기 동작 특성

그림 7은 중심 주파수 1000MHz에서 50-Ω 입력 임피

던스, 25-Ω 출력 임피던스인 광대역 2:1 임피던스 변환

기 한 개와 BHC1 Wireline을 이용한 3-dB 90도 위상차 

분배기 3개를 이용하여 구현한 광대역 6-단자 위상 상관

기(66mm(가로)×65mm(세로))의 모습이다. 
그림 2에 있는 단자 번호를 사용하여 제작된 6-단자 

위상 상관기의 동작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그
림 8 (a)는 6-단자 위상 상관기의 입력 반사계수(S11, S22)
와 입력 단자간의 격리계수(S21)를 측정한 값이다. 6-단
자 위상 상관기내에 있는 동위상 전력 분배기에서의 입

력 반사계수(S11)는 580~1220MHz에서 –15dB 이하,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에서의 입력 반사계수

(S22)와 두 개의 입력 단자 사이의 격리계수(S21)는 

100~1900MHz에서 –20dB 이하의 값을 갖는다. 그림 8 
(b)와 (c)는 동위상 전력 분배기에서 입력된 신호에 대한 

4개의 출력 단자에서의 신호 전달 특성(S31, S41, S51, S61)
에 대한 측정값으로 640~1270MHz 범위에서 세기–

6.0~-7.1dB 이내, 위상 오차 ±3.4° 이내의 값을 가졌다. 

Fig. 6 The operation characteristic of the branch-line 
coupler using the WIRELINE(BHC1 or BHC2)

Fig. 7 The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6-port phase 
correlator(size: 66mm(W)×65m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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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와 (e)은 Wireline BHC1을 이용하여 구현한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에서 입력된 신호에 대한 

4개의 출력 단자에서의 신호 전달 특성(S32, S42, S52, S62)
에 대한 측정값으로 640~1270MHz 범위에서 –5.5~ 
-6.7dB 이내, 위상 오차 ±6.2° 이내의 값을 가졌다. 

(a)

(b)

(c)

(d)

(e)
Fig. 8 The operation characteristic of the fabricated 6-port 
phase correlator; (a)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S11, 
S22 and S21) at the input port, (b) The output magnitude 
characteristics for the input port 1, (c) The output phase 
characteristics for the input port 1, (d) The output magnitude 
characteristics for the input port 2 and (e) The output 
phase characteristics for the input port 2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with other wideband 6-port phase correlators

ITEM Proposal 
Circuit

Reference 
[3]

Reference 
[4]

Reference 
[5]

Frequency 
Range 
[GHz]

0.64-1.27 2.15-2.75 57-66 (about) 
2.1-2.4

Bandwidth 
[%] 66 12 14.6 13

S11 or S22 
[dB] -14(S11) -15 -20 -10

Amplitude 
imbalance 

[dB]

-6.5±0.6(Si1)
-6.1±0.6(Si2)

-6.2~-8.5
(Branch) -9±0.8 (about)

-7.0±1.0

Phase Error
-Max [°]

±3.4(Si1)
±6.2(Si2)

±6 ±1.43 -

Result Fabricated Fabricated Simulation Fabricated

Year 2022 2009 2015 2020

표. 2는 기존의 광대역 특성을 가지는 6-port 위상 상

관기를 제안한 논문의 제작 회로의 결과[3, 5] 또는 시뮬

레이션 결과[4]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6-port 위상 상관

기 제작 회로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참고 문헌 [5]의 

광대역 6-port 위상 상관기 결과는 그림으로만 측정값이 

존재하여 그림을 바탕으로 동작 특성을 추측하였다. 제
안된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 회로와 

Wireline을 이용한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를 이

용한 6-단자 위상 상관기는 기존 논문에서 연구된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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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된 6-단자 위상 상관기에 비해 저손실을 보였으며, 
주파수 대역도 약 4배 이상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상
대적으로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 회로

에서의 입력 반사계수(S11) 특성이 다른 논문에서의 6-
단자 위상 상관기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입력 반사계수

(S11) 특성은 580~1220MHz의 범위에서 –15dB 이하의 

값을 갖고, 1270MHz에서 약 –14dB 값을 갖기 때문이

다.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중심 

주파수를 1060MHz로 하여 제작하거나 보다 다양한 특

성 임피던스를 가진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여 광대역 임

피던스 변환 회로를 구성한다면 동작 주파수 640~ 
1280MHz 범위에서 6-단자 위상 상관기입력 반사계수

(S11)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입력 신호의 위상을 판단하는 6-단자 위상 상관기는 1
개의 동위상 전력 분배기와 3개의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로 구성된다. 광대역에서 동작하는 6-단자 위상 상

관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위상 전력 분배기와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 모두 광대역에서 동작하여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위상 전력 분배기를 동축선 3개를 

이용하여 입력 임피던스 50-Ω, 출력 임피던스 25-Ω인 광

대역 2:1 임피던스 변환기를 이용한 동위상 전력 분배기

와 2개의 중심선을 가진 동축선 형태의 Wireline을 이용

한 광대역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 구현을 통해 광

대역 6-단자 위상 상관기를 제안하였다.
중심 주파수 1000MHz에서 제작된 제안된 형태의 6-

단자 위상 상관기는 640~1270MHz 주파수 범위에서 동

위상 전력 분배기에서의 입력 반사계수(S11)는 –14dB 
이하, 동위상 전력 분배기의 신호 입력에 따른 출력 특

성(S31, S41, S51, S61)은 세기–6.0~-7.1dB 이내, 위상 오

차 ±3.4° 이내의 값을 가졌으며, Wireline BHC1을 이용

하여 구현한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기의 입력 반사

계수(S22)는 –20dB 이하, 3-dB 90도 위상차 전력 분배

기에서의 입력된 신호에 대한 신호 출력 특성(S32, S42, 
S52, S62)은 –5.5~-6.7dB 이내, 위상 오차 ±6.2° 이내의 

값을 가졌다. 이는 제안된 6-단자 위상 상관기가 약 1-옥
타브 대역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동축선을 이용한 광대역 임피던스 변환 회

로의 중심 주파수를 1060MHz로 하여 제작하거나 보다 

다양한 임피던스 전송 선로를 이용하여 광대역 임피던

스 변환회로의 입력 임피던스 50-Ω, 출력 임피던스 25-
Ω를 구현한다면 보다 좋은 특성의 6-단자 위상 상관기

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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