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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developed superconducting mixer receivers for 129 GHz VLBI observation in Korean
VLBI Network (KVN). The developed mixer has a radial waveguide probe with simple transmission
line L-C transformer as a tuning circuit to its 5 series-connected junctions, which can have 125
- 165 GHz as the operation radio frequency (RF). For intermediate frequency (IF) signal path a
high impedance quarter-wavelength line connects the probe to one end of symmetric RF chokes.
The double side band (DSB) receiver noise of the mixer was about 40 K over 4 - 6 GHz IF band,
whereas we achieved the uncorrected single side band (SSB) noise temperature of about 70 K and
better than 10 dB image rejection ratio in 2SB configuration with 8 - 10 GHz IF band. Insert-type
receiver cartridges employing the mixers have been under commission for KVN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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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밀리미터 대역 장기기선 간섭계 프로젝트인 한국우주
전파관측망(Korean VLBI Netwrok, 이하 KVN)의 관
측 가능한 가장 높은 주파수 대역인 129 GHz 수신
기 개발을 위해 기술실현 가능성과 개발 기간 등의

측면에서 기존에 주로 이용되어 오던 초단 소자를 비

교, 검토하였다. Pospieszalsky(2005)에 의하면 현재의
HFET(heterogeneous field effect transistor) 증폭기 기
술력으로 구현 가능한 잡음 온도는 이 대역에서 가장
민감한 검출 소자인 SIS(초전도 접합) 믹서가 갖는 잡
음온도와비교했을때 100 GHz대역에서는믹서를이
용한 수신기에 필적한다. 그러나 증폭기의 잡음 온도
는 수신기에 필요한 입력 광학계 등을 사용하지 않고
측정하는경우가많고이효과는높은주파수일수록커

지므로 실제 수신기 잡음 온도는 많게는 10 K 정도 더
커지리라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129 GHz 대역을
비교해보면 HFET의경우는아직까지예측을따른성
능으로 개발된 바가 없어 그 기술적 한계를 보이는데
반해 SIS 믹서의 경우는 이미 개발된 수신기들의 잡음

온도가 HFET예측치에다다른성능을보여주고있다.
한편 이득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증폭기와 초전도

믹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전파 흑체 눈금법(vane
calibration)으로부터얻을수있는측정온도정밀도가
1%가안되고두소자모두그이득안정도가이보다좋
으므로 간섭계에서는 문제가 안되지만, 연속파 단일경
관측에 필요한 이득 안정도를 고려할 때는 저온 냉각
기의 최저 도달 온도 및 온도와 이득 사이의 관계로 부
터 HFET이 믹서에 비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데 SIS믹서에필요한최저온도의안정성을위해헬륨
저장기가 부착된 냉각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형적

인 100 mK의온도출렁임을 1/10정도로줄일수있고
결과적인 이득 안정도는 rms 대 평균비로 1/1,000 정
도까지낮출수있다. 제작의관점에서볼때 HFET증
폭기의 경우 개발 보고된 사례가 없어 초기 개발에 드

는비용이 SIS믹서에비해상대적으로높고개발기간
이 길어진다. 반면 SIS 믹서 개발의 경우 국내에서 개
발 경험이 있고 운용 경험이 풍부하며, 아시아 내에 있
는 수신기 그룹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조 시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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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믹서 기판이 WR-6 도파관 내부에 놓인 모
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리하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KVN 129 GHz 수신기 개발을 위해 초전도 믹서
를 선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와 비슷한 대역에서 최근
개발된 믹서는 ALMA(Atacama large millimeter/sub-
millimeter array) Band 4 수신기에 사용되고 있다. 이
믹서 칩은 나비 넥타이형 프로브, 병렬 연결형 쌍둥이
접합(junction), 4 – 8 GHz중간주파수대역등을그특
성으로하며 125 – 163 GHz에서 50 K이하의단측파대
수신기잡음온도를보여준다(Asayama, 2008). 우리는
이 대역의 이전 개발 연구들과 다른 프로브와 직렬 연
결 접합, 8 – 10 GHz 중간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갖는
초전도믹서를개발하였으며이논문에서믹서개발과

3기의 KVN 망원경에 설치된 129 GHz 수신기의 특성
에 대해 기술한다.

2. KASI KVN-ASIAA SDL 초전도 믹서 설계

2.1. 도파관 프로브 안테나

도파관 프로브로 많이 쓰이는 나비 넥타이형(bow tie)
프로브는 그 임피던스가 작아 도파관의 높이를 줄

여야 하고 동작 대역이 최대 33%로 좁은데 비해,
Kooi(2003)가 재조명한 부채꼴 프로브는 도파관 높이
를 줄이지 않고도 동작 대역을 중심 주파수의 40% 이
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림 1은 WR-61 도파관에 설치
된믹서기판를보여주고있다. 프로브가얹혀있는기
판은 도파관 벽에 만들어진 채널 위에 얹혀 실장되므
로입사하는전자파는도파관만있는경우와는다른경
계조건을 겪게 되어 입사 전파가 기판 위 10 µm틈 사
이로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양쪽에 RF(radio
frequency)초우크(choke)구조가그기능을돕는다. 믹
서 기판은 입력 도파관의 긴 치수 방향의 중앙에 위치
하며 위, 아래의 RF 초우크는 도파관 면과 정렬이 되
도록 놓인다. 중간 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 IF)
출력을 위해 부채꼴 프로브 쪽의 반대편에도 RF 초우

1 WR은 미국 전자산업협회에서 제정한 사각도파관 규격 앞에
붙이는 기호.

그림 2. 믹서 접합의 RF 임피던스 튜닝 회로.
Cj , Lj는 접합 배열 자체의 리액턴스 성분이다. 여
기서 Lj값은 Kerr(1995)의 그림 9의 값을 이용했다.

크가 있어서 IF 출력 쪽에도 RF 입사 전파가 진행하
지 않게 된다. 접합으로 부터 주파수 변환된 IF 신호
는 RF 신호 파장의 약 1

4 길이를 갖는 고임피던스 스트

립 라인을 통해 IF쪽 RF 초우크를 거쳐 지름 1 mil2 알
루미늄 와이어로 본딩된 50 Ω SMA3 커넥터로 전달된

다. 고임피던스스트립라인은부채꼴프로브의 RF특
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IF 출력과 접합의 직류 바
이어스 선로 역할을 한다. 부채꼴의 중심 부근과 RF
초우크 사이를 피드 점(feed point)이라고 부르는데 이
곳의 전기적 임피던스는 그림 3의 (a)에 나타내었다.

2.2. 접합과 RF 튜닝 회로

SIS 믹서는 기본적으로 샌드위치 구조의 접합 형태이
며 이 접합을 전기적으로 구동할 때 필요한 최적 입
력 임피던스는 주파수 140 GHz에서 50 Ω을 갖도록
했다. 그러므로 정상 상태(normal state)의 저항 값이
85 Ω을 갖도록 접합이 제작되어야 한다. 이 접합은
125 – 165 GHz 동작을 위해서 ωRnCj곱이 2.4가 되
어야 하므로 요구되는 임계 전류 밀도(critical current
density)인 jc가 ∼ 5kA/cm2를갖도록접합의절연체두

께가만들어져야한다. 본믹서의접합은실제접합배
열(array)로서 믹서 이득 포화 전력과 접합 갯수 사이
의 Psat ∝ (Nν)2의관계로부터포화영역을넓히기위
해 5개의 접합을 직렬 연결하는 구성을 택하였다. 직
렬 구성으로 말미암아 각 개별 접합들이 가지는 저항
값이 작아져서 접합들의 지름이 1.6 µm으로 상대적
으로 커지게 되어 제작 면에서 유리해진다. 나이오비
움(Nb) 전극과 절연체인 산화 알루미늄 층의 특성 용
량(specific capacitance)을 72.5 fF/µm2로 가정했을 때

각접합은 153.5 fF을갖게되는데직렬연결로인해전
체 용량 값은 30.7 fF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작아진 용
량 성분은 RF, IF 주파수에서 광대역 튜닝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그림 2는이직렬접합들의 RF튜닝등가
회로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3의 (b)에 도파관 안에

2 1/1,000 인치.
3 Sub-Miniature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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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50 Ω으로 정규화된 믹서 접합이 보는 임피던스 변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스미스 도표에 나타내었다.
(a) 부채꼴 프로브의 피드 점 임피던스(집중 포트를 두어 해석함), (b) 접합 배열이 보는 임베딩 임피던스이며 접
합 고유 용량 성분은 임베딩 회로에 포함시켰다. 각 자취 상의 빈 원은 시뮬레이션 시작 주파수인 110 GHz를 나
타내며 시뮬레이션의 끝 주파수는 165 GHz이다.

설치된 접합들이 보는 튜닝 회로에 의해 변환된 피드

점 임피던스를 나타내었다. 그림 2의 TL1과 TL2는 전
송선으로 이뤄진 L-C 임피던스 변환기로서 TL1은 마
이크로스트립 라인으로 구현되고 병렬 커패시터 역할
을하며 TL2는직렬인덕터로동작하고 CPW(coplanar
waveguide) 전송선으로 구현된다. 본 믹서는 결국 튜
닝 회로를 통해 접합이 가지는 Cj와 공진하는 인덕턴

스를 만들지 않고 TL1과 TL2로 이뤄진 L-C 변환기를
이용하여 전체 임피던스가 반사 계수(ρ) 0.4 이하가 되
도록 함으로써 믹서 잡음, 믹서 이득, 입력 반사 손실,
IF정합(출력반사손실)조건들이광대역성능을가지
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 (b)는 접합이 보는 임베딩 임
피던스를최적소스임피던스인 50 Ω으로정규화한결
과를보여주는데설계된임피던스가최적소스임피던

스에 대해 반사계수 0.4 이하(도표 중앙의 원 내부)를
만족하며, 믹서 이득 때문에 일어나는 발진을 막기 위
해일부러용량성분을가지도록조정되었음을보여주

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으로 구현되는 TL1은
500 nm 두께의 나이오비움 상판 전극, 250 nm 두께의
SiO2(εr ∼ 3.8) 유전체, 200 nm 두께의 나이오비움 바
닥 전극으로 제작되었고, CPW 전송선인 TL2는 200
nm 두께의 나이오비움 전극을 양쪽 접지 스트립으로
사용하고 500 nm 두께의 상판 전극을 중심 도체로 사
용한다. 설계된 접합 배열과 튜닝 회로의 자세한 치수
는그림 4에나타내었고제작을위한믹서마스크상의
칩의 전체 치수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2.3. 설계 믹서의 성능 예측

잡음 온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믹서를 얻

으려면 접합의 국부 발진(local oscillator, LO) 펌핑 임
피던스와 접합이 보는 임피던스를 복소정합(conjugate
matching)하면되지만, 이경우믹서는음의 IF임피던
스를 보이기도 하여 결국 믹서가 양의 이득을 갖게 되
어 조그만 반사 전력에도 불안정해지기 쉬워진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로 접합이 보는 임피던스를 최

대 전력 전송의 정합이 아닌 반사계수 0.4 이하가 되도
록 설계한다. 국부 발진 신호가 가해진 접합 임피던스
는 임베딩 임피던스와 접합 용량으로 이뤄진 선형 회

로와, 비선형 전류-전압 특성을 갖는 등가 접합 사이의
전류, 전압을 국부 발진 주파수의 고조파마다 비교하
여 풀어내는 하모닉 밸런스 기법으로 시뮬레이션하게

된다. 각 고조파 전압, 전류는 다른 고조파 성분에 의
해 결정되므로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근사법을 사
용한다. 즉 참가하는 고조파 성분 중 제2 LO 고조파
이상고조파들은접합용량때문에단락되어무시된다

고근사하고,기본 LO주파수와두측대역,제2고조파
의 두 측대역, 그리고 IF 대역만 고려하는 준 5포트 근
사법(quasi-5 port approximation)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6에 믹서 다음에 연결된 초단 IF 전증폭기의 잡
음 온도가 5 K 일 때 설계된 믹서 회로가 가지는 시뮬
레이션 성능을 보였다. 해석 결과는 설계 믹서의 잡음
온도가 국부 발진부를 사용하는 헤테로다인 수신기가
갖는 본질적인 최소 양자 잡음의 4배보다 작음을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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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마스크 위 접합 배열과 RF 임피던스 튜닝 회로의 상세 치수(단위: µm). 총 5개의 지름 1.6 µm인 초
전도 접합들이 CPW 선으로 직렬 연결되어 있다. 피드 점과 접합 배열 사이에 RF 튜닝 회로가 놓여 있다.

그림 5. 믹서 칩의 마스크 치수. 길이의 단위는 µm이며 제작 후 기판의 두께는 120 µm이다. 칩의 좌우에
RF 초우크가 놓이며 직류 바이어스 전압 그라운드로 사용되는 좌측에 부채꼴 프로브와 접합 배열이 있고
고임피던스 전송선과 나머지 RF 초우크는 IF 선로이며 오른편에 위치한다.

2.4. 믹서 칩의 제작

설계된 믹서 제작을 위해 대만의 천체물리 중앙연구
소(ASIAA)의 ‘Superconducting Device Lab’과 협력을
통해마스크를제작하고공정에참여하였다. 마스크는
trilayer, 접합, wiring, gold 층의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에 실제 마스크들의 겹친 모습을 나타내
었다. 2인치 웨이퍼 마스크 위의 제작 오차를 고려하
여 지름이 1.7 µm, 1.6 µm, 1.5 µm 세 종류의 접합

을 집어 넣었으며 이들이 속하는 각 컬럼을 A, B, C로
명명하였다. 이 A, B, C는 3 컬럼씩 반복되어 마스크
에는 총 14 칼럼이 있으며 각 컬럼은 29 개의 믹서칩을
가지고있다. 칩번호가작은쪽이웨이퍼의중심에가
깝도록 배치하였다. 다이싱 날(dicing blade)의 두께는
가공 오차를 고려해 35 – 40 µm이므로 원하는 폭 520
µm의 칩을 얻어낼 수 있도록 다이싱 선의 두께를 20
µm으로 했으며 선 간의 피치는 560 µm이다. 마스크

의 센터 부분에는 공정이 임계 전류 밀도 jc 목표치에
맞게제작되었는지를검사하는테스트접합영역이있

다. 각영역에는한변이 5, 4, 3, 2, 1.5 µm인정사각형
모양의단일접합들이본딩패드와함께 4곳(각 2행)에
배치되어 있다 (그림 7).

믹서 칩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이오비
움/절연체/나이오비움(Nb/AlOx/Nb)로 이루어진 tri-
layer필름을 300 µm 두께의지름 2인치석영(quartz)
웨이퍼에 직류 스퍼터링(DC sputtering)으로 진공 증
착시킨다. trilayer의 최상층과 최하층의 나이오비움
은 각각 100 nm, 200 nm의 두께이며 목표 jc인 5
kA/cm2를 가지도록 수 nm 두께의 산화 알루미늄

층을 만든다. trilayer 패턴은 AZ5214E 포토레지스
트(photoresist, 이하 PR)를 사용해 들어내기(liftoff)를
통해 형성한다. 접합의 형상은 FH6400L(positive
PR)을 사용해서 정의하며 접합 정의 후 상층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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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준 5포트 근사법을 통한설계 접합 배열 믹
서의주파수에따른단측파대잡음온도(자취, 단위
K). 그래프 상단의 곡선은 튜닝 회로를 통해 보는
임베딩 임피던스와 펌핑된 접합 배열의 파워 결합

을 나타내며 단위는 %이다.

그림 7. 2인치 웨이퍼를 위한 마스크 중 좌측 가장
자리 영역 두 칼럼의 상세 그림. 그림의 좌상단에
임계 전류 밀도 측정을 위한 테스트 접합들이 위치

한다.

오비움을 에칭(ICP-RIE) 한다. 에칭 후 웨이퍼를 꺼
내 전해액에 담근 후 7 V, 0.5 mA을 걸어 얇은 산

화(anodization)층을 형성시켜 접합 가장자리에서 생
길수 있는 단락을 방지한다. 다음은 RF 스퍼티링으로
250 nm두께의 SiO2를증착하고들어내기하고웨이퍼

를브러싱한후에 RF클리닝과정을거쳐서 600 nm두
께의 wiring나이오비움층을전웨이퍼영역에증착한
다. wiring 층을 FH6400L을 이용하여 패턴닝한 후 에
칭을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 빔 증발법(e-beam evap-
oration)으로 타이타늄/금(Ti/Au) 층을 증착시키는데
AZ5214E PR을 사용하여 들어내기를 하면 된다. 타이
타늄/금 층의 각각의 두께는 20 nm, 200 nm이다. 제
작된칩에있는특정영역들의현미경사진을그림 8에
보였다.

그림 8. 제작된믹서칩의직렬연결된접합배열의현
미경 사진(위). 부채꼴 프로브와 튜닝 회로의 모습(아
래),가운데의투명한사각형영역은접합간격리와마
이크로스트립 튜닝 회로를 위한 SiO2 층이다.

2.5. 제작 칩의 DC 성능 측정

제작된 trilayer의 임계 전류 밀도는 갭 전압보다 큰 4
mV에서 측정된 테스트 접합의 전류와 갭 전압 사이의
관계로 부터 추정할 수 있다. 그림 9는 식(1)을 이용하
여 TA-1 영역의 테스트 접합들이 가지는 전류값을 측
정해서 얻은 임계 전류 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테

스트 접합의 가까운 영역의 jc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접합 제조 공정이 전 웨이퍼 영역에서 목표대로 진행

되었지를 확인한다.

jc =
0.75
4

Vgap[mV]
(√

I(4mV)[mA]
φ[µm]

)2

. (1)

테스트 접합들이 보여 주고 있는 임계 전류 밀도는 웨

이퍼에 놓인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이며 웨이퍼의

중심 쪽에서는 산소에 과노출되어 AlOx 절연체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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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atch 1 웨이퍼의 테스트 접합들로 부터
측정된 임계 전류 밀도 값의 분포. A는 가장 좌측,
D는 가장 우측에 위치한다.

test junction set jc(kA/cm2)

TA-1 5.23
TA-2 5.52
TB-1 4.06
TB-2 3.98
TC-1 4.38
TC-2 4.44
TD-1 4.93
TD-2 4.69

1 2 3 4 5
0.2

0.4

0.6

0.8

1

1.2

1.4

1.6

1.8

junction size(µm)

I(
4m

V
)[
m
A
]0
.
5

0.313x+0.008
measured

jc = 5.23kA/cm2

그림 9. 웨이퍼의 좌측 TA 영역의 첫번째 테스트
접합들의 임계 전류 밀도 추정을 위해 4 mV에서의
측정된 전류값들. 기울기로 부터 임계 밀도를 알아
낼 수 있다.

께가 더 커져 더 작은 값을 보이는데 비해 양 가장자리

에서는목표값과 20%미만의오차로제작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 임계 전류 밀도가 중요한 이유는 믹
서의 중요한 전기적 성질들이 모두 정상 상태 저항 값

Rn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이 값은 직접적으로 절연체

의 두께를 나타내는 임계 전류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1번 컬럼은 die 상태에서 전수 헬륨 테스트(dip test)를
했는데,이컬럼의접합지름은 1.7 µm로칩의정상상
태 저항이 목표치보다 작은 70 – 75 Ω(평균 73.6 Ω)를
가지며웨이퍼가장자리로가며값이작아지는약한경

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일정하다. 칩의 성능 지표
인 갭 전압 아래 저항과 정상 상태 저항비(Rsg/Rn)도
초기 번호를 제외하고는 20 이상으로 제작 기준에 부
합하고 있다. 상온에서 칩은 가해지는 전압에 따라 절
연체에 의한 터널 장벽에서 일어나는 전자 터널링에

의해단순저항처럼동작하는데 IF연결고임피던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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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웨이퍼를 120 µm 두께로 정밀 연

마(lapping) 하기 전 다이 상태일 때 1번 컬럼 개
별 칩들의 DC 헬륨 딥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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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eCu(텔러리움 구리, 저온에서 열전도는 구리
에 가까우나 가공성은 구리보다 뛰어남). 믹서 블록에 장
착된 제작된 믹서 칩. IF 연결 패드 쪽은 2 – 3개의 1 mil
알루미늄 본딩 와이어로 연결되며 직류 접지 패드는 3 –
4개의 본딩 와이어로 연결한다. IF 패드는 50 Ω 특성 임
피던스 마이크로스트립과 연결되므로 IF 부하는 임피던
스 변환기 없이 50 Ω이다.

등 전송선로 상의 표면 저항 때문에 130 – 160 Ω의
값을 보인다. 나이오비움의 벌크 비저항(resistivity)은
16 µΩ · cm인데 박막 비저항은 박막 두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같은 값으로 가정하면 길이 1,000 µm, 면적
0.6 µm(t) × 5 µm(w)을가진고임피던스선의저항값
은 53 Ω정도의 DC 저항을 갖는다. 이 저항 값은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사라지며 측정된 Rn 값을 얻게 된다.
초기 번호의 RRT가 중간 이후 번호 칩보다 큰 것은 접

합 크기 편차에 의한 것이기 보다 접합의 절연체 두께

편차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0의 위쪽 그래
프는 웨이퍼 위치에 따른 칩의 상온 저항(RRT)과 4.2
K에서 정상 상태 저항(Rn), 갭 전압(Vgap), subgap 저
항(Rsg)과 Rn비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의
아래그래프는다른컬럼에위치한칩들의 DC측정결
과를 보여주며 웨이퍼 바깥쪽으로 갈수록 DC 저항 값
들이 조금 작아지는 일반 경향을 보인다. C13은 RRT

변화가 불규칙한데 Rn 변화도 그 모양이 비슷하므로
저항값 변화에 접합 절연체 두께 차이가 주로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인다.

2.6. 제작 칩의 RF 성능 측정

제작된 칩 중에서 목표 정상 상태 저항 값과 비슷하

며 전류-전압 곡선에 특이점들이 없는 칩들을 골라 믹
서 블록(그림 11)에 장착하여 4 K로 냉각을 시킨 후
4 – 6 GHz IF 주파수 대역에서 양측파대(DSB) 잡음
온도 측정을 하였다. 잡음 온도는 선택된 모든 칩들
이 120 – 165 GHz 대역에서 표 2와 비슷한 잡음 특
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믹서 칩은, 설계치보
다는 잡음 값이 크지만, 설계 대역에서 양자 잡음에
가까운 고감도를 가짐이 입증되었다. 칩 중 C7-14의
DC/LO(140 GHz)를 가했을때 전류-전압 및 HOT(300
K)/COLD(77 K) 부하 입력에 대한 전압-IF 출력 곡선
을 그림 12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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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7-14 칩의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전류
와 P-V 곡선. Josephson 잡음 전류 생성을 억제하
기 위해 네오디미움(Nd) 영구 자석을 이용해 150
gauss 정도의 자기장을 가했다.

그림 13. 본수신기에서사용하는측대역분리방식.
RF hybrid에서 90◦(또는 0◦), IF hybrid에서 다시
90◦(또는 0◦) 위상차를 겪게 되는 IF 출력이 LSB가
되고 다른 IF 출력은 USB가 된다. 교차하는 위상
차(0◦→ 90◦)를 겪으면 출력 포트에서 USB가 된다.

3. KVN 129 GHz DUAL-POLARIZATION SSB 수

신기

129 GHz 대역의 대기 방출은 주로 118 GHz에 위

치한 대기 내 산소 분자선의 영향과 함께 대기 중

PWV(precipitable water vapor) 양의 영향을 받게 되
는데 대기의 밝기 온도가 30 K의 범위를 가지고 수신
기 잡음 온도를 30 K라 하고 10 dB의 sideband rejec-
tion을 고려하면 45도 고도에서의 단측파대 관측과 양
측파대관측의적분시간차이는약 1.5배가된다. 단측
파대역을위해서리액티브튜닝을이용하면광대역을
사용할 경우 정합을 위해 믹서에 백쇼트(backshort)가
필요하게 되며 이것은 3곳의 관측소를 운영해야 하는
KVN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튜닝 백쇼트
가 없으면서 광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RF hybrid와
IF hybrid를이용한측파대분리방식을도입하였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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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8 – 10 GHz IF 대역의 측파대 제거비. 교정 전 단측파대 수신기 잡음 온도(좌)와 측정된 측파대 제거
비(우). 비교로 5 GHz IF 일때의 양측파대 믹서 잡음 온도를 표시하였다. 양측파대 잡음 온도의 경우는 가로축이
RF 주파수가 아닌 LO 주파수이다.

림 13). 이 방식을 이용한 측파대 제거 성능은 서울대
학교전파천문대의 230 GHz수신기(Lee, 2008)에서보
여지듯 도파관 대역에서 10 dB 이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VLBI 수신기는 편광관측을 위해 선형편광이 아
닌원형편광을사용하며본수신기는상용(Custom Mi-
crowave Inc.)의 원형 편광기를 부착하고 있고 이 원형
편광기가수신기의 RF동작주파수인 124 – 142 GHz를
결정한다. 수신기의 IF 대역은 8 – 10 GHz이며 이 조
건에서얻어진수신기의잡음온도와측파대제거비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위상 안정도를 위해 낮은 위상
잡음을가진주파수합성기를선택하여국부발진부를
설계하였다. 129 GHz 수신기의 위상 잡음 허용 규격
은, 위상 오차를 일으키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
고국부발진부만의오차를규정하면 4배의체배를가
정했을때 33 – 38 GHz기본발진기가 2.28◦(rms)의적
분 위상 오차를 가져야 한다(그림 15). 본 수신기의 기
계적특징은수신기의보수편의성을위해카트리지방

식을 도입한 점이다(그림 16).

4. 요약 및 토의

본연구에서는 120 – 165 GHz대역에서저잡음으로동
작하는초전도믹서를개발하였고이를이용하여 KVN
129 GHz대역용양편광단측파대수신기를제작,연세
사이트에 설치하였다. 같은 믹서로 개발된 나머지 수
신기가울산과제주사이트에도설치되어현재시험관
측에이용되고있다. 이개발로우리는초전도믹서분
야에 있어 국내 개발 고유 모델을 가지게 되었으며, 향
후관련소자개발을집적화헤테로다인수신기와테라
헤르츠 대역으로 확장해나가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되

었다.

표 2. batch 1 중 선택된 칩들의 DSB 잡음 온도 측정 결과

chip ID Rn 측정값(Ω) DSB 잡음 온도(K)

C13-29 88 ∼60
C13-19 80 ∼50
C7-26 86 ∼40
C7-20 88 ∼40
C13-14 90 ∼40
C7-14 9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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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29 GHz 수신기의 국부 발진 신호부 모식도. 100 MHz 기준 신호를 이용하는 33 – 38 GHz의 위상고
정 주파수 합성기 출력을 ×4 체배기를 이용하며 133 – 151 GHz 신호로 만들어 Y형 분배기를 사용하여 각 편광을
담당하는 RF hybrid로 보낸다. 각 편광의 개별적인 국부 발진부 출력 튜닝을위해 도파관 감쇄기를 따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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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수신기 카트리지(좌)는 진공 쉘, 50 K 단, 4 K 단으로 이뤄진다. 진공 쉘에는 IF 커넥터와 믹서 바이어
스 커넥터, LO 도파관 벌크헤드 등이 장착되어 있다. 50 K 단은 유리 섬유 기둥으로 이 쉘과 연결되어 있으며 같
은 방식으로 4 K 단은 50 K 단과 연결되어 있다. 고순도 무산소동으로 만들어진 4 K 단은 4개의 믹서 블록과 2개
의저잡음전증폭기가장치되어있다. 각단들은초저온냉각기와의연결을위해특별히제작된온도스트랩을이
용한다. 카트리지 장착을 위해서는 수신기 듀워에 카트리지를 삽입한 후 각 온도 스트랩을 연결해야 한다. 오른
쪽 그림이 듀워 내부에 장착이 끝난 카트리지 모습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