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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상업용 MMIC를 이용하여 Ka- 역 성 텔 비  방송 수신 용(TVRO)  잡음 하향변환 증

폭단을 설계하 다.  잡음 블록은 입력단에서  잡음 정합시킨 증폭기를 포함한 3단 증폭기, 이미지 제거용 

역통과필터, 주 수 혼합기, 주 수 체배기  IF단으로 구성하 다.  잡음블럭을 구성하는 모듈에 한 감쇄와 

력이득에 한 분석을 통하여 Ka-band LNB의 특성을 만족시키는 소자를 선정하 다. 설계된  잡음 블록에 

한 실험 결과 변환이득은 58±1dB, 잡음지수 1.5dB 이하, 상잡음은 -94.6dBc@10KHz를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LNB) is designed for a Ka-band satellite television receiver only(TVRO)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MMIC. Designed Low Noise Block down-converter is composed of three stage amplifiers involving input 

noise matched at first amplification stage, image reject band pass filter, frequency mixer and intermediate frequency amplification. 

Through LNB Module power budget to obtain gain and attenuation, Optimum LNB devices satisfying Ka-band LNB technical 

specification are selected. Experimental results of designed Ka-band LNB yields conversion gain of over 58±1dB, noise figure of 

less than 1.5dB and phase noise of -94.6dBc @1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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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Television receive-only(TVRO)는 고정 성방송으

로부터 TV신호만을 수신하는 장치로서 4/6 GHz의 C-

역 는 11/14GHz의 Ku- 역을 이용하여 상업  

DBS(direct broadcasting system)을 지원시스템으로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유럽등 범세계 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세계 으로 성통신과 방송의 다양한 이용에 

따라 한정된 C- 역(4/6 GHz)  Ku- 역(11/14GHz)

의 주 수를 할당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비교  채  할당과 역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Ka-

역의 활용이 차 늘어나고 있다. 20GHz 이상인 Ka-

역에서는 강우량, 기권의 구름층 등에 의하여 

감쇠가 매우 커 자유공간에서의 Ka- 역 성통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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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수신에 요구되는 최소 력  페이딩에 의한 

감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 수신 력 벨이 매우 작

아지는 문제 이 있었다[1].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디지털 통신방식  응코딩과 디지털 변조방

법, 어 티  데이터비의 변환  어 티  빔 형성

(beam forming)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게 되었다[2]. 그

러나 이러한 디지털 통신기법의 용은 매우 복잡하거

나 기술 용에 매우 복잡성을 나타내어 이론 으로는 

가능하나 실용 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도 나타

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 에 따라 성통신 기술

이 함께 발달하여 성수신기의 성능이 폭 향상되고, 

사용 가능주 수가 C- 역, Ku- 역에서 Ka- 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직경이 작은 라볼라안테나 는 패치

안테나를 사용해도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4]. 한편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출 과 인터넷을 통한 

공유, 데이터의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과 

약 등의 생활환경 변화로 인하여 가입자의 송 역폭 

요구에 따라 성통신에서는 TDMA에서 OFDM에 의

한 다채 방식을 용하게 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다 방식의 용으로 기존의 서비스 보다 더 빠른 송

속도로 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5]. 이동성을 

장 으로 강조하는 VSAT의 경우에서도 역화 특

성을 만족시키기 하여 역 특성을 가지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속 

용량의 정보를 송하기 해서 최근에는 OFDM을 

심으로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발[6]이 진행되어 

Ka- 역를 이용한 성통신  성방송서비스가 진행

되고 있다[7]. Ka-band 성통신은 넓게 분포한 많은 

수의 지구국에 실시간 상호 성통신 서비스(음성, 

상, 그리고 데이터 통신)를 제공하는 성터미 은 두 

개의 주요 구성부품 IDU(Indoor Unit), ODU(Outdoor 

Unit)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IDU는 모뎀과 기 역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 장비와의 인터페이스를 포함

한다. ODU는 IF 역에서 IDU와의 인터페이스와 안테

나, RF module을 포함한다. 재 VSAT 성 통신 시

스템이 주로 Ku- 역을 이용하 으나[8,9] 역특성

을 용하기 하서 Ka-band 성통신시스템이 개발

[10,11]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Ka- 역 성방

송에 용가능한 하향변환기를 설계하고 자 한다. 설계

에 있어서 Ka- 역의 하향변환기의 경우 높은 주 수

에서 이미지신호에 따른 손실의 향을 감소시키기 

하여 이미지 제거 특성이 우수하도록 하이 리드 설계

기술을 용하여 설계하 으며 상용화된 MMIC를 효

율 으로 이용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가형 Ka- 역 

성방송용 하향변환기를 RF 단부의 구성 모듈에서

의 력감쇄와 이득  비선형성과 력특성 분석 과정

을 통해 설계  제작하 다. 

II. Ka-band  잡음블럭 설계

성방송 수신기는 TVRO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액

튜에이터를 포함한 안테나시스템과 Ka- 역 주 수를 

1∼2GHz IF주 수로 변환시키는 잡음 블록(LNB : 

low noise block) 변환기  IF신호에서 상신호를 재

생하는 DBS 수신 세탑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안테나 일체형  잡음블럭 변환기를 설계하고

자 한다. 표 1은 Ka- 역 성방송용 LNB 변환기의 

설계규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설계규격을 만족

시키는 LNB 변환기를 설계하기 하여 우선 LNB를 

구성하는 Ka- 역 증폭기  믹서, IF 증폭단과  DRO

에 의한 국부발진기와 이미지제거 믹서와 역통과필

터로 구성되는 LNB의 구성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력이득과 손실 계를 분석해야 한다. 력이득 계를 

분석하기 하여 그림1과 같은 Ka- 역 LNB의 구성도

를 나타내었다. 그림1의 Ka- 역 LNB 변환기에서는 

LNB 변환기를 구성하는 모듈의 특성을 고려하여 Ka-

역  잡음 증폭단(LNA)에는 잡음지수가 가장 큰 

향을 나타내므로 이득보다는  잡음지수를 나타내도

록 잡음정합을 기본으로 설계하며 국부발진기는 주

수 안정도를 높이기 하여 유 체공진 발진기(DRO)

에 PLL을 용하여 상동기발진기를 설계함으로서 

상잡음(phase noise)이 우수한 국부발진기를 설계하

고자 한다. 상동기 발진기(phase locked oscillator)는 

Ka- 역 성통신시스템에서 용하려는 OFDM시스

템에서는  상잡음의 특성을 요구하고 있어 상잡

음과 변조신호에 따른 BER 계의 규명이 요구되기도 

한다. LNB변환기의 믹서는 이미지신호를 제거하기 

하여 가능한 노치형태의 역통과필터를 설계하며 Ka-

역 LNB의 설계는 근원 으로 가(low cost) 고성능

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상용 MMIC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이와 같은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표2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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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 역  잡음 블럭 변환기의 구성 
Fig. 1 Block diagram of Ka-band LNB converter

Ka- 역 LNB변환기의 력이득손실조견표(power bud-

get)을 설계하 다. 설계한 Ka- 역 LNB변환기의 구체

인 설계에서  잡음 증폭단은 20.35～20.85GHz로 수

신된 미약한 주 수신호에 해 이득을 높이고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한 3단  잡음 증폭단(LNA)을 설계하

으며 각단에서의 이득은 9dB  0.75dB의 자음지수를 

갖도록  잡음정합기법을 용하여 설계하 다.

혼 안테나로부터 입력되는 도  WR-42의 삽입손

실을 0.5dB로 설정하 으며 3단 LNA에서의 잡음지수

는 1.39dB에서 22.5dBd의 이득을 갖도록 설정하 다. 

20.35～20.85GHz의 RF 신호를 한 역통과필터

(BPF), 필터는 크기가 작은 인터디지털 형태로 설계 하

으며 약 2dB의 삽입손실을 갖도록 하 다. 국부발진

기는 PL-DRO에 의한 고 안정 국부발진기를 설계하

다. 입력된 RF 신호와 LO 신호를 950～1450MHz의 IF 

신호로 하향 변환하는 믹서, IF 신호를 증폭하기 한 

IF 증폭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구한 력이득과 

손실 계를 고려하여 상업 인  Ka- 역 LNB의 능동

소자를 선정하기 하여 각 회사별 능동소자의 특성을 

고려하 으며 첫 단의  잡음 증폭기는 하향변환기 

체의 잡음지수 특성에 큰 향을 미치므로  잡음 특

성을 만족시키는 상용 p-HEMT NE350184C를 선택하

다. 표2 에서와 같이 각 단에서 잡음지수를 0.72dB 

 이득을 9dB로 선정함에 따라 체 으로 LNA는 

25.5dB의 이득과 1,39dB의 잡음지수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잡음지수와 이득의 값의 계산은 각단에서의 손

실을 고려하 으며 잡음지수는 이득에 따른 잡음지수

의 계산법을 용하 다. 45dBc이상의 이미지 제거 특

성을 해 차단특성이 우수하도록 역통과 필터에서

는 마이크로 스트립선로의 결합특성을 이용하여 균일

이득을 나타내도록 5단 역통과필터를 설계하 으며 

Mixer단 설계는 입력주 수에 따라 국부발진주 수를 

선정함 으로서 IF 주 수를 950～1450MHz 까지 일정

하게 나타내고 IF단의 변환이득을 3dB이상을 갖는 

Active mixer를 선정하 으며 19GHz 역의 K-band 

고 안정 국부발진기를 설계하기 하여 PL-DRO를 

9GHz 역의 국부발진 주 수에 하여 PL-DRO로 

설계한 다음 주 수를 2배로 체배하는 설계방안을 채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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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Ka-band LNB 정격 특성
Table 1. Technical specification of Ka-band LNB

Ka-band LNB Spec.

Input  Frequency 20.35~20.85 GHz

Input Type WR42

Output  Frequency 950~1450 MHz

Local  Frequency 19.4 GHz (9.7 GHz X 2)

Conversion  Gain 55 dB Typical (Room Temp.)

Noise Figure
1.6 dB Typical (Room 

Temp.)

In/Out VSWR 2:1 / 2:1

Output Type F-Type Female

Image Rejection 45 dBc

P1dB 5 dBm Typical

Gain Flatness
+/-0.75dB(30MHz)
'+/-2dB(500MHz)

Phase Noise
@10/100/1000KHz

80/90/100dBc/Hz Min

L.O Stab. +/- 2.0 MHz

표 2. Ka-band LNB의 력이득손실분석
Table 2. Power budget of Ka-band LNB

input Pwr -80dBm

Gain
Gain
(Total)

N.F
N.F
(Total)

WR-42 -0.5 -0.5 0.5 0.5

1-Stage LNA 9 8.5 0.72 1.22

Coupler -0.5 8 0.5 1.28

2-Stage LNA 9 17 0.72 1.37

Coupler -0.5 16.5 0.5 1.38

3-Stage LNA 9 25.5 0.72 1.39

BPF -2 22.5 2 1.4

MIXER 3 22.5 0.5 1.4

LPF -2 22.4 2 1.4

IF  AMP 20 35.4 2 1.42

LPF&Atten. -3 35.4 3 1.42

IF  AMP 25 58.4 2 1.42

N-connecter -0.2 58.3 0.2 1.42

표 3은 PL-DRO의 설계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 용한 Ka-band 하향 변환기의 정격특성은 낮

은 상잡음 특성과 우수한 선형 특성을 갖는 Ka-band 

PL-DRO형 LNB 개발에 을 두었다. 최종 으로 

력이득  손실 분석특성을 통하여 Ka- 역 LNB 변환

기의 최종이득은 58.3dB, 잡음지수는 1.42dB로 상되

었고, 이에 따른 정격특성 결과를 기 으로 하향변환기

를 제작하 다.

표 3. PL-DRO의 정격 특성
Table 3. Technical specification of PL-DRO

PL-DRO Specification

Output  Freq.[GHz] 19.4

Output  Pwr[dBm] 3

Output  Spurious Signal[dBc] -50

Phase  Noise[dBc] 　

@100Hz 60

@1kHz 70

@10kHz 80

@100kHz 90

@1MHz 110

III. Ka- 역 LNB변환기 제작과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상용 MMIC를 사용하여 Ka-band 

성방송수신용 LNB변환기를 제작하 다. 마이크로스트

립기 은 유 율이 2.17 Teflon기  에 3단 LNA  

역통과필터  능동믹서와 IF 증폭단을 설계하여 그

림 2(a)와 같이 제작하 다.

(a)

(b)

그림 2. 제작된 Ka- 역 LNB (a) 증폭기, 능동믹서  
IF단 (b) DRO   PLL 부분

Fig. 2 Assembled Ka-band LNB (a) LNA, Active Mixer 
and IF stage (b) DRO and PLL

PL-DRO는 상잡음특성이 우수한 DRO로 9.7GHz

를 2체배하여 19.4GHz의 발진신호를 나타내도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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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일러를 사용하여 상동기시켜 PL-DRO를 제작하

다. 제작된 PL-DRO의 그림은 그림2(b)와 같다. Ka-

역 LNB를 설계하고 ADS 마이크로  로그램에 의

하여 모의실험 된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그림 3.(a)

는 3단 LNA의 이득과 잡음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림3.(b)는 9.7GHz의 발진 모드를 나타내고 있다.

(a)

(b)

그림 3. 모의실험 결과 (a) 3단 LNA (b) 발진모드
Fig. 3 Simulation result (a) 3 stage LNA (b) Oscillation mode

모의실험 결과 3단 LNA에서는 20.35GHz에서

24.65dB의 이득과 1.9dB의 잡음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9.7GHz에서의 발진모드가 정확하게 발진되고 있음을 

통하여 Ka- 역 LNB 변환기의 시스템 정격 특성을 비

교  만족시키고 있으며 LNB 변환기의 체이득, 잡음

지수를 측하여 모듈단 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4～

6은 각각의 모듈의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는 제작된 Ka- 역 LNB의 체이득과 잡음지수를 측

정한 결과이며 58dB의 변환이득과 2dB의 이득평탄도

가 측정 되었으며 잡음지수는 상온에서 1.54dB로 측정

되었다. 그림 5는 Ka-band LNB의 Image Rejection을 

측정한 결과이며 52.5dBc의 이미지 제거(Image Reject)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은 제작된 PL-DRO의 

상잡음을 측정한 결과이며 정격특성으로부터 각각의 

주 수 옵셋에 하여 10KHz 옵셋주 수에서 94.7dBc 

100KHz에서 103.8dBc  1MHz에서 124.2dBc로 나타

났으며 이 값은 표 3에서 설정한 상잡음값보다 우수

함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4. Ka- 역 LNB (a) 주 수  이득특성 

(b) 주 수  잡음지수 특성
Fig. 4 Ka- band LNB (a) gain (b) noise figure with frequency 

그림 5. Ka-band LNB 이미지제거특성
Fig. 5 Ka-band LNB Image R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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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작된 Ka-band LNB의 상잡음
Fig. 6 Phase Noise of designed Ka-band LNB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성방송용 TVRO 시스템이 차 C-

역, Ku- 역에서 Ka- 역 DBS시스템으로 환되고 

있는 시 에서  잡음 블록 변환기를 범용 MMIC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배경으로 LNB의 블록에 하여 

력이득과 손실 계를 분석하여 LNB를 설계 제작하

다. Ka- 역 LNB의 설계는 성통신용 LNA와 달리 

범용 MMIC의 잡음지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고이

득과  잡음지수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3단 LNA를 설

계하 으며 헤테로다인 통신시스템에서 고유하게 나타

나는 이미지제거를 제거하기 하여 5단 역통과필터

와 능동믹서를 설계하 다. 국부발진기는 DRO에 의한 

고안정 발진신호를 PLL을 이용하여 상동기 마이크

로  발진기를 설계하여 2체배시킴으로서 Ka- 역 

LNB의 국부발진기에서 요구하는  상잡음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PL-DRO의 상잡음

은 OFDM 기반 성통신 LNB에도 용할 수 있으며 

우수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결과 으로 본논문에서 

의도한 범용 MMIC에 의한 가 고성능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성방송 수신기용 PL-DRO형 Ka-band 

LNB를 설계  제작하여 측정한 결과는 Ka- 역 성

방송용 LNB에서 요구하는 기술  특성을 만족함을 보

다. 측정결과와 개발규격은 표 4에서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Ka- 역 성방송용 LNB 변환

기의 주요 구성은 입력신호 주 수 20.35GHz～

20.85GHz에 해 이득을 높이고 잡음을 최소화 시키는 

 잡음 증폭기와 20.35～20.85GHz의 역의 신호만을 

통과 시키는 역통과 필터, PL-DRO형 발진기는 

9.7GHz의 DRO 국부발진 주 수를 체배시켰으며  

상잡음을 갖도록 상동기시켰다.

표 4. Ka-band 개발규격  측정결과
Table 4. Ka-band development standard and 

measurement result

　 Spec. Meas.

L.O Freq. 19.4 GHz 19.4 GHz

Gain 55 dB 58 dB

N.F 1.6 dB 1.54 dB

In VSWR 2:01 1.37:1

Out VSWR 2:01 1.94 : 1

Image 
Rejection

45 dBc 52.5 dBc

P1dB 5 dBm 7.3 dBm

Gain Flat. +/-0.75dB(30MHz)
+/-2dB(500MHz)

0.68 dB
2dB

Phase Noise 　 　

@100Hz 60dBc 63.5dBc

@1kHz 70dBc 72.8dBc

@10kHz 80dBc 94.7dBc

@100kHz 90dBc 103.8dBc

@1MHz 110dBc 124.2dBc

L.O Stab. +/- 2.0 MHz 1.5ppm

잡음 RF입력 신호와 두배 체배된 국부발진 주

수에 의하여 이미지제거 필터와 능동믹서를 통하여 

950MHz～1450MHz의 IF주 수로 하향 변환시켰으며 

IF 증폭기에 의하여 58dB이상의 이득을 나타내었으며 

체 잡음지수는 1.5dB로 매우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

다. Ka- 역 성방송용 LNB변환기는 체이득과 삽

입손실 등의 정격분석에 의하여 실제 모듈의 특성을 

측하고 범용 MMIC를 이용하여 가 고성능의 특성을 

나타내는 LNB를 설계제작할 수 있음 보 다. 본 연구

에서 의도한 가 고성능 설계 방법과 설계 제작한 하

향 변환기는 Ka- 역 (PTP)   다

(PTMP)용 하향변환기  고속/  역폭을 가지는 디

지털 통신시스템에 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향 후 OFDM 방식 성통신시스템에 응하기 하여 

LNB의 상잡음  잡음지수 특성 개선에 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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