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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마이크로  통신 시스템 수신기의 동작범 (Dynamic Range) 향상을 한 설계 방

법을 K-band FEM(Front-End Module)에 용하여 설계  분석하 다. 동작범 를 범 하게 설계하기 

해  잡음 증폭기(LNA)의 잡음지수를 최소화하여 증폭된 입력신호 벨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주 수 변환은 높은 선택도(Q)와 안정도가 높은 상고정 유 체 발진기(PL-DRO)  변환이득을 가지는 능

동믹서로 구성하 다. 각각의 모듈을 집 화하여 측정한 결과 약 54dB의 변환이득(CG)과 1.3dB의 제 잡음

지수(NF)를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analysed K-band front-end module for digital microwave communication system receiver which 

improvement of dynamic range. We also suggested method of minimum amplified input signal level used to minimize noise figure 

of low-noise amplifier for High dynamic range. The designed modules consist of active mixer with conversions gain and PL-DRO 

with high stability and quality factor. The designed modules performance is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over 54dB conversion 

gain, 1.3dB nois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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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마이크로  통신 시스템은 디지털(digital)

화 되어 디지털 마이크로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 시

스템의 구성에 따라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디지털 

마이크로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의 단부 FEM의 

특성은 수신감도(Sensitivity), 선택도(selectivity)  

동작범 (dynamic range), 응도(adaptivity)의 우수

성에 따라 결정된다[1][2]. 본 논문에서는 다른 역에 

비해 송·수신간 감쇄가 심한 K-band에 하여 수신

기의 특성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동작범 를 

범 하게 설계하여 수신기의 잡음지수와 이득을 고려

한 단 부를 설계하고자 한다. 디지털 마이크로  

수신기의 단부는 슈퍼헤테로다인(superheterodyne)

방식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으며 그림 1에서 주 수 

변환을 한 FEM은 잡음 지수(NF)  안정성에 

을 두어 높은 선택도(Q)와 온도특성이 우수한 

상고정 유 체 발진기(PL-DRO)를 사용하 으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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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득을 가지는 능독믹서(Active Mixer) 잡음 증

폭기(LNA), 신호의 역통과필터  두 번의 IF증폭

기로 구성되도록 고려하 다. 

Ⅱ. K-band 수신 단부 FEM의 설계 제작 특성

그림 1의 구성에서  잡음 증폭단은 3단으로 구성

하 으며 증폭단의 체 잡음지수를 최 한 낮추고 증

폭단의 체 이득을 높이기 해 첫째 단은 잡음성분

을 최 한 억제시키는 LNA를 설계하고, 둘째 단과 셋

째 단은 증폭기의 이득을 최 화 시키는 방향으로 설

계하여 FEM의 동작범 (DR)가 최 가 되도록 설계하

다[3]. FEM의 주 수 변환을 하여 국부 발진기와 

믹서로 구성하여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를 구성하 다. 

디지털 수신기의 동작범 는 국부발진기의 슈 리어스

(Spurious) 발진신호와 한 계를 가지므로 국부 

발진기는 높은 선택도(Q)와 안정도가 높은 상고정 

유 체 발진기(PL-DRO)를 사용하여 설계하 다. 각각

의 모듈을 집 화하여 설계된 수신기의 마이크로  

FEM은 그림 2와 같으며, 마이크로 에 해당되는 

FEM부분에 한 기술  설계목표는 표 1과 같다.

그림 1.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
Fig. 1 Superheterodyne receiver 

그림 2. 집 화된 마이크로  FEM
Fig. 2 FEM of microwave 

표 1. 디지털 마이크로  수신기의 FEM 설계 목표
Table 1. The design goals of FEM

설계 라미터 특성

입력주 수(GHz) 18.2 ～ 19.2

국부발진주 수(GHz) 17.25

간주 수(MHz) 950 ～ 1950

체변환이득(dB) 50dB 이상

체잡음지수(dB) 1.5dB 이하

Ⅲ. 회로 설계  시뮬 이션

수신기의 동 범 는 증폭기의 P1dB와 증폭된 신호

의 검  가능한 최소 벨과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수신기에서 왜곡 없이 깨끗하게 검 할 수 있는 입

력신호의 력 벨을 가져야 한다[4][5]. K-band FEM

의 잡음 증폭기(LNA)는 3단으로 구성하되 첫째 단

은 최소잡음지수를 갖도록 정합하여 체 잡음성분을 

억제시키도록 하 으며, 둘째 단과 셋째 단은 체이득

을 높일 수 있도록 정합하여 설계하 다. 사용한 소자

는 NEC사의 NE350184C이며 유 율 2.5, 기 두께 

0.508mm, 로스탄젠트 0.0018mm의 테 론 기 을 사용

하 다. 그림 3은  잡음 증폭기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첫 단의 잡음지수를 얼마나 억제시키느냐에 따

라 마이크로  수신기 체의 잡음지수가 결정되게 된

다[6]. 첫째 단에서 약 0.7dB의 잡음지수와 약13dB의 

이득을 가지며 둘째 단과 셋째 단에서는 약 0.9dB의 

잡음지수와 약 14dB의 이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3단 잡음 증폭기(LNA)
Fig. 3 3-stage L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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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3단 잡음 증폭기의 시뮬 이션 결과로

서 (첫째 단 : 13.68dB + 둘째 단 : 14.53dB + 셋째 

단: 14.53dB) 총 약 42dB의 이득과 0.8dB의 잡음지수

를 확인하 다. 체잡음지수는 첫째 단의 잡음지수 

0.76dB보다 약 0.6dB정도 차이를 보 으며, 둘째 단 

 셋째 단에서의 약 0.94dB의 잡음지수를 고려해볼 

때 첫 째단의 잡음지수가 체잡음지수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3단 LNA 시뮬 이션 결과
Fig. 4 Result of 3-stage LNA simulation

주 수 변환을 한 FEM은  잡음지수(NF)  

안정성에 을 두어 높은 선택도(Q)와 온도특성이 

우수한 상고정 유 체 발진기(PL-DRO)를 설계하

다. 국부 발진기 설계에 사용된 소자는 NEC사의 

2SC5508 BJT 소자이며, 주 수 분주기 HMC362와 

로그램이 가능한 PLL-IC ADF4153을 이용하여 

17.25GHz의 출력 신호를 얻도록 설계하 다. 실제 설

계 제작된 국부발진기는 안정된 발진 특성을 얻기 

해 두 가지 주 수 동조방법을 이용하 는데 주 수 

동조범  내에서 DRO의 발진 주 수를 얻어내기 

해 튜닝 스크류를 이용한 기계  동조방법과 정확한 

17.25GHz의 출력주 수를 얻어내기 해 PLL을 사용

한 기  동조방법을 이용하 다[7][8]. DRO에 의해 

발생된 발진주 수의 안정도를 높이기 해 Analog 

Device사의 PLL-IC와 Microcontroller를 이용하여 루

를 구성하 다. 17.25GHz의 발진주 수는 4 분주기

를 이용하여 4.3GHz의 주 수로 변환되어 PLL-IC 

입력되어 Microcontroller에 의해 PLL-IC 내부의 

로그램이 가능한 분주기에 의해 20MHz로 분주되며 

기 주 수 10MHz는 PLL-IC 내부의 Doubler를 거

쳐 20MHz의 기 주 수가 생성되어 상검출기에서 

두 주 수의 차 성분을 이용하여 상동기를 이루게 

하 다[9][10]. 상검출기 출력은 PLL-IC의 차지-펌

(charge-pump) 출력을 이용하 고, 최 의 상잡

음 특성을 갖도록 루  역폭을 선정하여, 루 필터

를 설계하 고 주 수 조정을 해 바랙터 다이오드

를 사용하 다. 그림 5와 6은 주 수 변환을 한 

FEM의 구성도를 DRO부분과 Mixer부분으로 나 어 

나타내었다.

 

그림 5. PL-DRO 구성도
Fig. 5 PL-DRO block diagram

그림 6. DRO와 연결된 MIxer 구성도
Fig. 6 Mixer block diagram of connected with DRO

그림 7은 PLDRO의 시뮬 이션 결과이며 발진주

수의 신호크기  하모닉 신호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8.6GHz에서 약 11dBm의 신호크기를 가지며, 

Gain

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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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발진주 수인 17.25GHz에서는 약 -3dBm의 신호

크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상

잡음(Phase Noise)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1KHz에서-73.038dBc, 10KHz에서 -92.931dBc, 

100KHz에서 -112.924dBc를 가진다.

 

그림 7. PL-DRO 시뮬 이션 결과
Fig. 7 Result of PL-DRO simulation

그림 8. Phase Noise 시뮬 이션 결과
Fig. 8 Result of phase noise simulation

Ⅳ. 제작  측정 결과

앞서 설계한 각각의 모듈에 한 시뮬 이션 결과

를 바탕으로 실제 K-band FEM을 제작하 으며, 제

작 측정결과를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그림 

9는 실제 설계 제작된 K-band FEM의 LNA단을 보

여주고 있으며 그림 10은 측정 장비를 이용해 확인한 

K-band FEM의 변환이득  체잡음지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결과 18.2GHz~19.2GHz 역에서 약 

54.77dB의 변환이득과 1.37의 제 잡음지수를 확인하

다. 

 

그림 9. K-band FEM LNA단
Fig. 9 LNA part of K-band FEM

    

그림 10. 이득  잡음지수 측정
Fig. 10 Measure of gain and NF

그림 11은 K-band FEM의 PLL단이며, 그림 12와 

그림 13은 각각 1dB이득압축 (P1dB)과 상잡음

(Phase Noise)를 측정한 결과이며, 6dBm의 P1dB와 

1KHz에서 58.16dBc/Hz, 10KHz에서 78.16dBc/Hz, 

100KHz에서 96.33dBc/Hz를 나타내었다. 

표 2. 상잡음에 한 시뮬 이션  측정 결과 
Table 2. Result of simulation and measure for phase 

noise

주 수 시뮬 이션 결과 측정결과

1KHz -73.04 dBc/Hz -58.16 dBc/Hz

10KHz -93.93dBc/Hz -78.16 dBc/Hz

100KHz -112.92 dBc/Hz -96.33 dBc/Hz

8.6GHz

11dBm 17.25GHz

-3dBm

1KHz:-73dBc

10KHz:-92dBc

100KHz:-112dBc

Gain:54dB

NF:1.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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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band FEM PLL단 
Fig. 11 PLL part of K-band FEM

그림 12. P1dB 측정
Fig. 12 Measure of P1dB

그림 13. Phase Noise 측정
Fig. 13 Measure of phase nois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마이크로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 한 동작범 (DR)를 고려하여 낮은 잡음

벨을 가지도록 하는 K-band FEM 설계 방법을 제안

하 다. 동작범 (DR)는 증폭된 입력신호의 벨과 

P1dB와의 비율로 정의되며 이를 해 수신기 단부

의 체잡음지수를 결정짓는 잡음 증폭기(LNA)의 

잡음지수를 최 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안정

도와 높은 선택도(Q)를 가지는 PL-DRO와 변환이득

을 가지는 능동믹서를 사용하여 FEM을 구성하 으

며 잡음 증폭기의 입력 정합 회로 설계 시 한 

이득과 최소잡음을 갖는 상 계(Trade-off)를 이용

하여 증폭된 입력신호의 벨을 이도록 하 다. 

잡음 증폭기에서의 증폭된 입력신호 벨을 낮추는 

방법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능동믹서

에서 IIP3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넓

은 동작범 (High Dynamic Range)도 구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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