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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역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혼성변환 방식의 RF 단부 구조를 제안하고 이의 타당성

을 설계, 제작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제안한 혼성변환 방식의 RF 단부는 상향변환 블럭을 용하

여 역 수신시 고조  변환  상신호 변환에 의해 발생되는 기존 RF 단부의 성능 하 문제를 개

선했으며, 부고조  혼합기에서 역폭이 증가되는 원리를 용하여 역 LO 신호의 구 을 해 여러 

개의 국부발진기를 사용하는 기존 RF 단부 구조들의 복잡도 문제를 개선하 다. 제작한 회로들은 실험 결

과 도출한 설계 규격을 만족하 고 RF 단부 한 80 dB 이상의 이득, 6.0 dB 이하의 잡음지수, 최소 이득 

조건에서 -5.0 dBm 이상의 IIP3 특성으로 목표 규격을 만족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RF front-end architecture using hybrid conversion method to receive broadband signal. The 

validity is verified by design, fabrication and experiment. The proposed RF front-end architecture due to up-conversion 

block improves the deficiency of performance deterioration to be generated through harmonic signal and image signal 

conversion in the conventional RF front-end, and improves the deficiency of the complexity that is from to adopt a 

multiple local oscillators for the generation of wideband LO signal in the conventional RF front-end by applying the 

principle that tuning bandwidth is multiplied at sub-harmonic mixer. Manufactured circuits satisfy the deduced design 

specification and target standard with gain above 80 dB, noise figure below 6.0 dB and IIP3 performance above -5.0 dBm 

for the condition of the minimum gain in RF fron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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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세  무선 통신 시스템은 음성 심의 역 시스

템에서 고속 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한 

역 특성과 단일 단말기로 복합 이고 다양한 서비스

를 구 할 수 있는 다 역 특성을 갖는 시스템으로 

발 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 통신 시스템의 발  동향

에 따라 통신 시스템의 주요 블록인 RF 단부 한 

역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낮은 력소

모, 소형  경량화를 구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에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역과 다양한 통신 시

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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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 (Software Defined Radio) 기술에 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아날로

그-디지털 변환기의 력 소모, 처리 역폭  동작

역등과 같은 성능 인 제약으로 인하여 재의 기술로

는 구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  다 역 RF 

단부를 사용하여 디지털화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 역을 수신해야 RF 단부는 역 신호를 수

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조  변환  상신호 

변환에 의해서 수신기 성능이 하되지 않도록 구성해

야 한다. 한 역 신호를 기 역 신호로 변환하

기 해 넓은 튜닝 역폭 특성과 동시에 낮은 상잡

음 특성을 갖는 국부발진기 회로를 구 해야 한다. 하

지만 기존의 역  다 역 RF 단부 구조들은 

역 신호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고조  변환 는 

상신호 변환에 의해 성능이 하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역 튜닝 역폭과 동시에 낮은 상잡음을 

갖는 국부발진기를 구 하기 해 여러 개의 국부발진

기를 사용하거나 주 수 분배회로를 용하여 단부 

구조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1-3].  본 논

문에서는 기존 RF 단부 구조들이 갖는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해 혼성변환 방식의 역 RF 단부 구

조를 제안하고, 역 특성 수신이 요구되는 DVB-H 

수신기에 용하여 제안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II. 본  론

2.1 DVB-H 시스템 개요

역 수신시에 기존의 RF 단부 구조가 갖는 문

제 들을 개선하기 해 혼성변환 방식의 RF 단부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한 구조의 검증을 해 역 

수신이 요구되는 DVB-H 시스템에 용한다. 

DVB-H 시스템은 유럽방송 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디

지털 지상  방송 규격인 DVB-T에서 확장된 개념으

로 다채  고화질  데이터 서비스를 이동 에는 수

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재 상용화를 해서 각 

휴 폰 메이커들이 앞 다투어 모바일 방송 응 단말

기 개발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4]. DVB-H 시

스템의 주요 규격은 유럽의 경우는 VHF/UHF 역

(470~892 MHz), 미국의 경우는 L 역(1670~1675 

MHz)을 할당하고 있다[5]. 그러므로 DVB-H 수신기

의 RF 단부는 400 MHz 이상의 역  국제  

로 을 해 L 역의 다 역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동수신을 한 력  소형화 설계

가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2.2 제안한 역 RF 단부 구조

기존의 DVB-T 수신기용 단부 구조들이 역 

수신시 다  국부발진기  주 수 분배기를 사용하는 

문제 들 개선하기 해 혼성변환 방식의 RF 단부 

구조를 제안하 다.
 
그림 1은 역  다 역 수신

을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혼성변환 방식의 RF 

단부 구조를 나타내 으며 크게 상향변환 블록과 직

변환 블록으로 구성된다. VHF/UHF 역의 역 

신호는 상향변환 블록의 부고조  혼합기를 사용하여 

입력 신호보다 높은 1차 간주 수로 변환시킨 후 직

변환 블록에서 기 역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

이다.  

그림 1. 혼성변환 방식의 RF 단부 구조
Fig. 1 The frond-end architecutre with hybird-conversion 

method

혼성변환 방식 RF 단부의 역 VHF/UHF 

역 수신을 한 동작 원리  주 수 스펙트

럼을 나타내었다. 그림 1처럼 잡음 증폭기

(LNA)에서 증폭된 입력 신호 는 단일 국부

발진기(VCO1)와 부고  혼합기(SHM)로 입력된

다. 부고조  혼합기는 ±  성분이 최

가 되는 주 수로 주 수 변환을 하며, 상신호 

  성분은 역통과필터(BPF3)에 의해

서 제거되고, 원하는   신호는 역통

과필터를 거쳐 직 변환 블록에 의해서 기

역   신호로 변환된다. 직 변환 블록은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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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mixer)와 국부발진기(VCO2)에 의해서 주 수 

변환 후 원하는 신호만 역통과필터(LPF1)로 

선택하여   신호로 변환한다. 

그림 2처럼 LO의 고조  신호  상신호가 

원하는 역 밖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고조  신

호 변환  상신호 변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으며, 역 신호가 상향변환 블록에 의해서 

1672.5 MHz 단일 주 수로 변환되어 직 변환 

블록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역 신호의 변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직 변환 블록의 I/Q 부정합

에 의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한 구조는 상향변환 블록의 부고조  혼

합기  직 변환 블록의 혼합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스퓨리어스 성분이 역 VHF/UHF 역내에 발생

하여 수신기의 성능을 하시키는 문제를 발생한다. 이

는 IMT(Inter-Modulation Table)를 사용하여 발생 

가능한 스퓨리어스 특성을 분석 후 구성회로의 설계를 

통하여 개선하 다. 

그림 2. 혼성변환 방식의 역 수신 동작시 주 수 
스펙트럼

Fig. 2 The frequency spectrum of the proposed 
architecture for broadband operation

III. DVB-H용 RF 단부의 라미터 도출

3.1 이득 규격

상용 DVB-H 복조기의 입력 조건은 -12 dBm～ 

-5 dBm 사이를 갖는다. 수신기의 감도 기 인 -81.9 

dBm 입력신호 조건인 경우, RF 단부의 출력 단자

에서 -10 dBm 출력을 얻기 해서 최소 71.9 dB 이

득이 요구되며, -95.6 dBm 입력신호 조건인 경우에

는 최  85.6 dB의 이득이 요구된다. 

 

3.2 잡음지수 규격

RF 단부의 잡음지수는 수신기의 감도 특성

에 직 인 향을 다. 잡음지수 규격을 유도

하기 해 변조방식의 조건은 역폭 8 MHz, 

64QAM, 부호율=2/3, C/N=17.3 dB이고 신호 조

건은 약 계인 경우는 -81.4 dBm, 강 계인 경

우는 -28 dBm으로 하 다. 채 역폭 내에 존

재하는 입력 잡음 력 은 식 (1)을, 입력 신

호  잡음비 는 식 (2)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은 열잡음 력, 는 

채  역폭, 은 입력신호를 의미한다.

                     (1)

                   (2)

출력 신호  잡음비 은 C/N 값과 동일

하기 때문에 체 잡음지수 는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3)

수신기는 약 계 신호를 에러없이 복원하기 

한 RF 단부의 체 잡음지수는 6.05 dB 이

하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반면에, 강 계 신

호의 경우는 감도 특성이 잡음지수에 향을 민

감하지 않다. 하지만 AGC 회로의 동작으로 RF 

단부의 체 이득이 낮아지므로 신호  잡음

비 측면에서 잡음의 향을 고려해야 한다. 

3.3 상잡음 규격

상잡음 특성은 인 채 에 의해서 래되는 C/N 

향  GSM 신호에 의한 향들을 고려해야 한다. 일

반 으로 수신기의 단일톤 조건에서 유도할 수 있으므

로 MBRI 규격에서 명시된 S1 패턴 조건에서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여기서, 은 상잡음에 의한 

잡음 력, 은 입력신호, 는 채  역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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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옵셋 주 수는 1.25MHz와 9.25 MHz으로 하 다

              (4)

3.4 IIP3 규격

MBRI 규격의 S1/S2 패턴에서 인  간섭신호

들의 2차 는 3차 상호변조 성분이 희망채  

내에서 잡음을 발생시켜 수신기 성능의 하를 

래한다. IIP3 규격은 감도 특성  상잡음 

특성이 만족되어야 하므로 상잡음 규격과 유

사한 방법으로 계산하 다. IIP3 규격과 IIP2 규

격은 식(5)과 식(6)을 이용하여 계산했고,  

은 입력 간섭신호의 크기, 은 3차 상호변

조에 의한 잡음을 의미한다. 

    

   
        (5)

                 (6)

일반 으로 강 계 조건에서 최 의 신호  

잡음비 성능을 유지하기 해 RF와 기 역에

서 자동 이득제어 회로를 사용하여 선형성 규격

을 만족하도록 하 다. 

3.5 동작주 수

동작 주 수는 유럽의 DVB-H 규격인 

VHF/UHF 역과 미주 규격인 L 역을 선정

하 으며, 주 수 역폭은 8 MHz를 기 으로 

하 다.  

IV. Link Budget를 통한 RF 단부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혼성변환 방식의 RF 단부 

구조를 용하여 MBRAI에서 권고하는 DVB-H 수신

기 성능 규격을 만족하는 RF 단부의 설계 라미터

의 도출하 다. 동작 주 수 항목은 유럽의 DVB-H 

규격인 VHF/UHF 역과 미주 규격인 L 역을 선정

하 으며, 주 수 역폭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

반 인 8 MHz를 기 으로 한다. 시스템 성능 평가를 

해 용했던 가우시안 채  조건과 변조방식 64 

QAM, 부호율 2/3, C/N=17.3 dB의 조건에서 RF 

단부의 설계 목표는 이득 72 dB 이상, 잡음지수 6.0 

dB 이하, IIP3 -6.0 dBm 이상으로 설정한다. 

그림 3(a)는 RF 단부의 체 이득은 75 dB 이상, 

체 잡음지수는 6.0 dB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 결과를 

종속 연결된 구성 회로별로 나타낸 것으로 체 이득

은 각 구성 회로에 의해 향을 받는 반면에 잡음지수

는 첫 번째 증폭기의 잡음지수 특성에 가장 많은 향

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b)는 RF 단부의 

체 IIP3는 18 dBm 이상, 신호  잡음비는 약 계 

조건에서 16 dB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 결과를 구성 회

로별로 나타냈으며, 체 IIP3 특성은 각 구성 회로에 

의해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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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역 Link-Budget 결과
(a) 종속이득  잡음지수, (b)종속 IIP3  신호 잡음비
Fig. 3 The result of link-budget for broadband reception. 
(a) cascaded gain and NF, (b) cascaded IIP3 and S/N



역 RF 단부 구조에 한 연구

 187

Ⅴ. 제안한 RF 단부의 구   실험

링크 버짓 방법으로 결정한 RF 단부의 설

계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각 구성회로들을 

설계하고 비유 율 4.6, 기  두께 1.0 mm 에폭

시 기 에 제작하 다. 그림 4는 RF 단부 측

정을 해 상향변환 블록과 직 변환 블록을 구

성하는 회로들을 고조  이블로 연결하여 구

성한 실물도를 나타낸 것으로 DVB-H 수신기의 

동작 주 수에서 낮은 삽입손실 특성을 갖는 고

조  이블을 사용하 다. RF 입력 신호의 경

우, 1-tone 발생은 신호 발생기 Agilent 사 

E4438B를 사용했고, IIP3  IMD 측정을 한 

2-tone 신호는 력 분배기와 2 의 E4438B룰 

사용하여 발생시켰다. 이득  IIP3 측정은 

Agilent사 스펙트럼 분석기 E4405B, 잡음지수는 

Agilent사 잡음지수 분석기 N8975A를 사용하여 

각각 측정하 다. 

그림 4. 제작한 RF 단부의 실물도
Fig. 4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RF front-end 

상향변환 블록의 잡음증폭기는 역에서 

잡음과 고이득 특성을 구 하기 해 공통 에

미터 구조의 단 증폭기와 캐스코드 구조의 가

변이득 증폭기를 종속 연결하여 2단으로 구성하

다. 단 증폭기는 역의 모든 주 수 역

에서 낮은 잡음지수와 한 이득 특성을 갖도

록 하 고, 가변이득 증폭기는 높은 이득과 인가

되는 제어 압에 따라서 이득이 가변되도록 하

여 강 계 신호 조건에서 선형 인 동작이 가능

하도록 하 다.

역병렬 다이오드 부고조  혼합기는 역병렬 

다이오드 (Anti-Parallel Diode)로 구 하여 제어

압  국부발진기의 유무에 따라서 주 수 변

환을 수행하는 혼합기로 동작하거나 감쇄기로 

동작하도록 하 다. 국부발진기는 고조  왜곡 

성분을 억압하여 상잡음 특성을 개선할 수 있

는 결합구조의 마이크로스트립 공진기 회로를 

용하여 역과 낮은 상잡음을 갖도록 하

다. 직 변환 블록은 설계 규격을 만족시키기 

해 상용 IC을 사용하여 설계하 다.

그림 5(a)는 VHF/UHF 역  L 역에서 

RF 단부의 체 이득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두 역에서 80 dB의 이득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RF 력은 -80 dBm 신호를 입력했으며, RF 

이득제어 압과 베이스밴드 이득제어 압은 

최  이득을 한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하

다. 그림 5(b)는 VHF/UHF 역  L 역에서 

RF 단부의 체 잡음지수 특성을 나타낸 것으

로 VHF/UHF 역에서 6.5 ~ 5.5 dB 잡음지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c)는 강 계 신호 

조건에서 RF 단부의 IIP3 특성을 나타낸 것으

로 입력 신호는 강 계 신호 조건보다 높은 -30 

dBm을 입력하 으며, RF AGC와 베이스밴드 

AGC는 최소 이득조건에서 측정하 다. 도출한 

RF 단부의 IIP3 규격인 -6.0 dBm을 체로 

만족시키고 있지만 특정 역에서는 -0.5 dBm 

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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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F 단부의 성능 (a) 체 이득, (b) 체 

잡음지수, (d) IIP3 
Fig. 5 The performance of RF front-end (a) total 

gain, (b) total NF, (c) IIP3 

상잡음 특성은 각각의 옵셋 주 수에서 설계 규격

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온도  소자 오차

를 고려한다면 추가 인 회로 보완이 요구된다.

구 된 RF 단부 구조의 변환이득 특성은 비교 

구조들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잡음지수는 Vassiliou et al.[6]이 얻은
 
결과와 비

교했을 때 최  2.8 dB 특성이 하되는데 이는 

2단 증폭단의 잡음지수  이득 특성과 변환 손

실을 갖는 부조고  혼합기 특성으로 기인한 것

으로 능동 구조의 부조고  혼합기를 집 회로

로 구 하여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IIP3 특성은 비교 구조들 간의 측정 방법에 차이

는 있지만 제안한 RF 단부의 이득 변화량이 

100 dB의 높은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강 계 조건

에서도 수신기의 성능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단된다. 비록 상잡음의 측정 결과를 나

타내지는 않았지만, 상잡음은 옵셋 주 수 10 

KHz에서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특성은 Vassiliou 

et al.[6], Microtune[7]이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구조들은 

여러 개의 국부발진기와 분배 회로를 사용해야 

하는 단 을 갖는다.

표 1. RF 단부 측정 결과
Table 1. The measurement result of the proposed 

RF front-end 

라미터 설계 규격 측정 결과

Operating 

freq. (MHz)

VHF/UHF 역 : 474 ~ 860 

L 역 : 1670 ~ 1675 

Gain (dB) 72 이상 73 - 80 

NF (dB) 6.0 이하 6.5 - 5.5 이하

IIP3 (dBm) -6.0 이상
-5.0 이상

RF/BB AGC 동작

Phase 

Noise

 (dBc/Hz)

-124.02 

@1.25MHz
-124.0 @ 1MHz

-135.02 @ 9.45MHz -150.0 @ 10MHz

Ⅵ. 결 론

본 논문은 역 수신기에 합한 혼성변환 방식의 

RF 단부 구조를 제안하고, 설계, 제작  실험을 통

하여 제안한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부 구조의 검증을 해 

역 수신이 요구되는 DVB-H 시스템에 용하 다. 이

를 해 RF 단부  이를 구성 회로들의 설계 규격

을 국제 표 에서 정의하고 있는 DVB-H 수신기 성

능 규격을 토 로 링크 버짓 방법으로 도출하 다. 

실험 결과 제안한 RF 단부는 역을 간단한 구

조로 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연구된 복잡

한 구조의 RF 단부가 갖는 기  특성에 상응하는 

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혼성변환 방식의 RF 

단부 구조  구성 회로들은 역  다 역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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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단말기에 응용이 가능하며, 특히 MMIC  

RFIC와 같은 집 화 기술을 통하여 제작된다면, 하이

리드 방식으로 제작된 본 논문의 결과보다 우수한 

특성과 력, 소형화를 구 할 수 있어 역  다

역 무선통신 시스템 구 에 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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