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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NE6510179A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나선형 공진기를 이용하여 단일 고출력 발진기를

설계 측정하였다. 발진기의 출력과 주파수 선택을 공진기가 결정하므로, 공진기중에 Q값이 높은 나선

형 공진기를 선택하였다. 이를 ADS Momentum을 이용하여 설계하여 제작 및 측정을 하였다. 이 때 측

정된 단일 고출력 발진기의 성능은 22.61dBm @ 1.74GHz로 측정되었고, 위상잡음은 -146.76dBc/Hz @ 
1MHz offset으로 측정 되었다. 

1. 서론

종래의 RF 마이크로웨이브 발진기들은 아주 작은

밀리와트에서 수백 밀리와트까지 비교적 낮은 출력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낮은 출력 전력은 전력 증폭기단

에 연결된다[1].

위상 잡음면에서, 공동공진기를 이용한 발진기는

대체적으로 낮은 위상잡음을 가졌다. 그러나 면적이

커지는 단점과, PCB상 제작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

다. 하지만 최근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와 같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높은 Q값은

공진기와 면적이 작아지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그러나 MEMS를 바탕으로 제작하는 발진기는 높은

비용과 제작 기술의 문제들을 가지게 된다[2],[3].

본 논문에서는 PCB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진기

의 형태중에 높은 Q값을 가지는 나선형 공진기를 이

용하여 고출력 RF 발진기 설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

다. 설계에 관련하여 사용된 프로그램은 Agilent社의

ADS2008을 사용하여 설계를 하였다.

2. 나선형 공진기의 설계

공진이란 특정 주파수의 선택 특성을 의미하므로 얼

마나 날카롭게 떨어지는 주파수 특성을 보이느냐에 따

라서 주파수 선택을 의미하는 지표인 Q값이 달라진다.

공진 특성이 날카롭게 떨어질수록 3dB 대역폭은 좁

아지고, 결국 Q 값은 커지게 된다. 이것은 소위 회로 Q

라고 해서 회로에서의 대역폭과 관련된 개념이다. Q가

낮으면 대역폭이 넓다는 의미이고 높으면 협대역의 의

미를 가진다[4].

나선형 공진기의 형태는 선로를 같은 평면에서

나선형 형태로 꼬아 놓았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대의

다른 공진기보다 좁은 면적을 차지하므로 크기를 대

폭 줄일 수 있어서 제작비용이 감소되는 장점을 가

져오게 된다.

그림 2는 나선형 공진기의 layout 형태를 보여주

고 있다. 나성형 공진기는 등가적으로 L과 C의 직병

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큰 C값으로 인한 마이

크로스트립 구조로 이루어진 공진기중에 높은 Q값

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나선형 공진기의 layout

(l=8.4mm, w=6.8mm)

[그림 3] 나선형 공진기 특성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218 -

그림 3은 나선형 공진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진기의 Q 특성을 나타내는 수식(2)로부터 Q값

을 계산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Q값은 발진기

의 출력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에 하

나이다. 본 논문에서 선형 공진기는 EM simulation

으로 설계하였으며 Q값은 160으로 계산 되었다.

 


(2)

3. 고출력 발진기 설계

앞절에서 설계한 나선형 공진기를 이용하여

1800MHz 주파수에서 고출력 발진기를 설계 하였다.

설계에 사용된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용 기판은

두께가 25mil, 유전율 2.55인 초고주파 회로용 기판

을 사용하였다. 또한 NE6510179A 트랜지시터를 이

용하여 발진기를 설계하였다. 나선형 공진기를 이용

하여 발진조건이 성립되도록 적합한 반사계수를 설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합회로를 설계하였다.

그림 4는 나선형 공진기를 이용한 발진기의

schematic을 보여주고 있다.

고출력 발진기의와 공진기의 특성을 전자기적

(EM)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ADS에 내장된 momentum을 이용하였다. 즉, 나선

형 공진기를 EM 시뮬레이션하여 schematic에 삽입

하여 출력 단자에서의 정합회로를 설계한 후 시뮬레

이션 하여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그림 5는 고출력 발진기의 시뮬레이션 성능을 나

타내고 있다. 설계된 발진기의 시뮬레이션 성능은

26.114dBm @ 1.794GHz를 나타내고 있다. 하모닉

성분은 -16.194dBm @ 3.588GHz, -6.851dBm @

5.382GHz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위상잡음을

그림 6에서 나타내고 있다. 시뮬레이션 된 위상잡음

은 -175.4dBc/Hz @ 1MHz offset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 4] 나선형 공진기를 이용한 발진기

[그림 5] 고출력 발진기의 시뮬레이션 성능

[그림 6] 고출력 발진기의 위상잡음

4. 고출력 발진기 설계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고출력 발진기를 설계하였

다. 그림 7은 제작된 고출력 발진기의 모습이다. 제

작된 고출력 발진기의 사이즈는 56X49mm
2
의 크기

를 갖는다.

[그림 7] 고출력 발진기의 제작 사진

[그림 8] 측정된 고출력 발진기의 1
st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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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측정된 고출력 발진기의 위상잡음

그림 8과 제작된 고출력 발진기의 측정 성능을

나타내고 그림 10은 위상잡음을 나타내고 있다. 발

진기의 성능은 22.61dBm@ 1.74GHz로 측정되었고,

위상잡음은 -146.76dBc/Hz @ 1MHz offset으로 측

정 되었다. 이때, 바이어스 조건은 Vds=5[V],

Ids=355[mA]를 인가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NE6510179A 트랜지스터를 사용하

고 나선형 공진기를 이용하여 고출력 발진기를 설계

측정하였다. 제작된 고출력 발진기는 1.8GHz에서 시

뮬레이션과 유사한 출력 특성을 유지하였다.

두께 25mil, 유전율 2.55로 제작된 고출력 발진기

의 측정된 성능은 22.61dBm@ 1.74GHz로 측정되었

고, 위상잡음은 -146.76dBc/Hz @ 1MHz offset으로

측정 되었다. 이때, 바이어스 조건은 Vds=5[V],

Ids=355[mA]를 인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고출력 발진기는 단일 단자

발진기로써, 높은 출력의 장점을 이용한 무선회로

송신 시스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고출력 발진기의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 비교 (@ 1.8GHz)

시뮬레이션 성능 측정 성능

1st Otput
26.114dBm @

1.794GHz

22.61dBm @

1.74GHz

2nd Otput
-16.194dBm @

3.588GHz

-6.14dBm @

3.45GHz

3rd Otput
-6.851dBm @

5.382GHz

-0.36dBm @

5.22GHz

Phase Noise
-175.4dBc/Hz

@ 1MHz offset

-146.76dBc/Hz

@ 1MHz offset

Circuit Size 56X49mm
2

Bias Condition Vds=5[V], Ids=355[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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