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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of a down-conversion 
mixer with built-in active balun integrated in a 0.25 ㎛ pHEMT 
process. The active balun consists of series-connected 
common-gate FET and common-source FET. The designed 
balun achieved broadband characteristics by optimizing gate-
width and bias condition for the reduction in parasitic effect. 
From DC to more than 6GHz, the active balun shows the phase 
error of less than 3 degree and the gain error of less than 0.4 dB. 
A single-balanced down-conversion mixer with built-in 
broadband active balun has been designed with optimum width, 
load resistor and bias for conversion gain and without any 
matching component for broadband operating. The designed 
mixer whose size of including on-chip bias circuit is 1 ㎜×1
㎜ shows the conversion gain of better than 7 dB from 2 GHz 
to 6 GHz and P1dB of -10 dBm at 5.8 GHz 

                                                                                                                   
 

I. 서 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선통신의 수요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망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대역에서의 다른 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하

나로 통합하여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무선랜 서비스에서는 FCC (Federal Commun -

ication Commission)가 5∼6 GHz 대역내의 300 MHz 범위

를 ISM 대역으로 제안하며, IEEE 802 .11a 무선랜은 매

우 중요한 이동통신 산업의 한 분야로 각광받기 시작했

다. 그렇지만 IEEE 802.11a 무선랜 시스템이 널리 보급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선랜 표준과 호환성을 가져야

만 한다. 이로 인해 2.4 GHz 와 5 GHz 의 이중대역에서 

좋은 특성을 얻기 위해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RF 주파

수를 IF 주파수로 변화하는 하향 주파수 변환기의 연구

들이 발표되고 있다.[1]-[5] 광대역 동작을 위해 분배구

조(distributed)를 이용한 이중게이트 FET 믹서는 큰 면적

을 차지하고 낮은 변환이득을 갖는 단점이 있다.[6]-[7]  

double-balaced 구조를 이용한 광대역 믹서는 RF 와 LO

신호의 격리도(isolation)를 개선하고 광대역 매칭회로를 

결합하여 높은 변환 이득을 보이지만, 매칭회로와 

single-ended 신호를 differential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는 칩 외부에 구현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8]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에서 LO 입력의 single-ended 

신호를 differential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게이트 입력에 

드레인을 출력으로 사용하는 CSF(common-source FET)와 

소스 입력에 드레인을 출력으로 하는 CGF (common-gate 

FET)를 쌍으로 사용하였다. 설계된 능동발룬은 2〜6 

GHz 대역에서 0〜3〬의 위상 차이와 0.2〜0.4 dB 의 이

득 차이를 보이며 LO 신호의 이득을 얻도록 최적화 하

여 작은 LO 전력에서도 변환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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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였다. 믹서는 double-balanced 구조에 비해 전류소모

가 적고 LO 신호의 balance 에 덜 민감하게 동작하는

single-balanced 구조를 사용하였다. 칩의 면적을 줄이고 

광대역 동작을 위해 매칭소자와 높은 변환이득을 얻기 

위해 이득을 감소시키는 inductive degeneration 을 사용하

지 않았고, 믹서의 출력저항과 바이어스, 그리고 FET 의 

최적화를 통해 설계되었다. 능동발룬을 결합한 믹서는 2

〜6 GHz 주파수대역에서 -2 dBm 의 LO 입력에 대해 8

〜7 dB 의 변환이득과 5.8 GHz 에서 -10 dBm 의 입력 

P1dB 특성을 나타낸다.  

 
II. 광대역 능동발룬 설계 

 
single-ended 신호를 differential 신호로 변환하기 위

해 드레인과 소스 출력 저항의 180°위상차이를 이용하

는 기본적인 능동발룬을 그림 1(a)에 나타내었다. 동작

주파수가 증가 할수록 FET 의 기생성분의 영향으로 위

상과 이득의 불평형 특성을 악화시킨다. FET 의 게이트-

폭을 줄여 특성을 개선 할 수 있지만, 2 GHz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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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기본적인 능동발룬 회로 (b) 설계된 능

동발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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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 (a) CSF (b) CGF 의 등가회로도 

 

8°이상의 위상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에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그림 1(b)에서 나타나듯이 

CSF(common-source FET)와 CGF (common-gate FET)를 쌍

으로 연결한 능동발룬을 설계하였다. 그림 2 는 CSF 와 

CGF 의 등가회로를 나타낸다. CSF 에서 (S21)CSF 와∠

(S21)CSF 는 식(1)에, CGF 에서의 (S21)CGF 와∠(S21)CGF 는 

식(2)에 나타내었다.  

 
 

 

                                              식(1) 

 

 

 

 

                                              식(2) 

 

따라서 식(3)에서 보듯이 위상차이는 gm 과 Cgs 의 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작은 LO 전력에서도 변환이득을 얻

기 위해 바이어스와 200 ㎛으로 게이트-폭을 최적화 하

여 설계하였다. 설계에 사용된 0.25 ㎛ pHEMT 는  

53.2mS 의 gm 과 0.2pF 의 Cgs 를 보이며, 그림 3 은 설계

된 능동발룬의 이득과 위상 불평형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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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 기본적인 발룬 회로와 설계된 발룬의 (a) 

위상 불평형 (b) 이득 불평형 특성 

 

III. 광대역 믹서 설계 
 

본 논문에서는 그림 4 에 나타나듯이 낮은 LO 전력

을 이용하여 2 GHz〜6 GHz 에서 변환이득을 얻기 위해 

LO 입력단에 single-ended 신호를 differential 신호로 변환

하기 위한 능동발룬을 결합한 single-balanced down-

conversion 믹서를 설계하였다. 스위칭 역활을 하는 M1-

M2 스위칭단과 입력전압을 전류로 변환하는 M3, 그리

고  M4-M5 의 CSF(common-source FET)와 CGF (common 

-gate FET)를 쌍으로 연결한 능동발룬으로 구성된다.  

입력된 RF 신호는 M3 에 의해 전류로 변환되고 

M1-2 에 의해 LO 신호와 합성되어 출력단으로 전달되며 

출력은 RF 주파수와 LO 주파수의 차(ωRF-LO)를 갖는다. 

광대역 변환이득을 얻기 위해 이득을 감소시키는 

inductive degeneration 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LO 입력 

 

 

 

 

 

 

 

 

 

그림 4 능동발룬을 결합한 single-balanced 

down-conversion 믹서 회로도 

 

단의 active balun 회로에서 최적화를 통해 LO 신호의 

이득을 얻고 동시에 믹서의 출력저항과 바이어스, 그리

고 FET 의 최적화를 통해 변환이득을 얻도록 설계되었

다. 칩의 면적을 줄이고  광대역 동작을 위해 주파수 선

택적인 매칭회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바이어스 회로의  

 

 

 

 

 

 

 

 

 

 

 

 

그림 5 설계된 믹서의 변환이득 특성 

 

 

 

 

 

 

 

 

 

 

 

그림 6  LO 신호의 전력레벨에 따른 변환이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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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터 대신 저항 분배기를 이용하여 바이어스 회로를 

설계하여 모든 회로가 on-chip 으로 구현 가능하게 하였

다. 150Ω의 출력저항과 200 ㎛의 게이트-폭을 갖는 FET 

로 설계된 믹서는 그림 5 와 6 에 나타나듯이 2 GHz〜6 

GHz 에서 7dB 이상의 변환이득을 보이며 -10 dBm 의 P1dB 

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림 7 에서 보듯이 능동발룬의 

이득으로 인해 작은 LO 전력(-2 dBm)에서도 7 dB 이상의 

변환이득을 보인다. 

 
 
 
 
 
 
 
 
 
 
 
 
 

그림 7  설계된 믹서의 P1dB 특성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랜 응용을 위해 이중대역을 지

원하는 하향 주파수 변환 믹서를 0.25 ㎛ pHEMT 공정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LO 입력의 single-ended 신호를 

differential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능동발룬을 결합한 

single-balance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광대역 발룬의 이득

을 통해 작은 LO 전력에서도 동작하고 광대역에서 변환

이득을 얻기 위해 매칭회로와 바이어스에 인덕터를 사

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회로를 온-칩으로 구현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다. 설계된 광대역 믹서는 -2 dBm 의 LO 전

력에 대해 2 GHz〜6 GHz 에서 7dB 이상의 변환이득을 

보이며 -10 dBm 의 P1dB 특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광대역 믹서는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WLAN 

802.11 a/b/g 뿐만 아니라 ISM 대역의 응용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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