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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립라인 종단형 CSRR구조를 이용하여 X-band 이다에 사용하는 새로운 압

제어 발진기를 제안하 다. 마이크로스트립 종단형 CSRR을 발진기와 버퍼 사이에 삽입되는 필터로 사용하여 

고주 억압특성을 개선하 다. 측정 결과 제어 압을 0∼10V로 가변 하 을 때 9.28∼9.39GHz가 발진 하 으

며 발진주 수 9.35GHz에서 16.6dBm의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한 일반 인 발진기 보다 고주 억압

특성이 10.4dB 개선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VCO) using CSRR loaded microstrip line for X-band RADAR is proposed. 

Using the microstrip line loaded CSRR inserted between the oscillator and buffer to the filter, the harmonic suppression has been 

improved. The measured results of the fabricated oscillator shows that its oscillation frequencies are from 9.28 to 9.39GHz 

according to the tuning voltage 0 ∼ 10V, its output power level are about 16.6dBm at 9.35GHz. Compared with VCO using the 

conventional VCO, VCO using CSRR loaded microstirp, the harmonic suppression characteristic has been improved in 10.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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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통신정보량의 증가로 고속 는 용량의 데

이터 송의 필요성으로 높은 주 수로 통신하는 고주

 소자의 설계기술에 한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 은 이동통신뿐 아니라 성  해

양통신에서도 용범 를 넓 가고 있다. 이더는 송

신주 수와 수신주 수의 시간차에 의해 물표의 방

와 거리를 별하고, 고 분해능을 얻기 해서는 시간

에 따른 주 수의 변화가 선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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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다의 RF시스템에서 주 수원을 공 하는 

압제어 발진기는 체 시스템의 안정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므로 매우 요한 부품으로 여기어진다

[1,2]. 압제어 발진기는 상잡음  고조 억압특성

에 의해 성능이 결정되지만 무엇보다도 제어 압에 따

른 발진주 수의 안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이

다에 사용되는 압제어 발진기는 발진주 수의 신뢰

성을 높이기 해 발진기의 후단에 버퍼를 두어 load 

pulling 상을 작게 한다[3,4]. 하지만 이러한 회로구조

는 Q를 하시키고 고조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 

고조 를 억제하기 해 발진기의 후단에 필터를 사용

하지만 필터를 사용하면 회로의 사이즈가 커지고 발진

기의 부하 Q가 하되어 상잡음  주 수 안정도가 

하되어 시스템 체의 성능을 하시킨다[5]. 공진기

의 Q를 높여주기 해 최근 SRR형태 는 CSRR형태

의 공진기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7,8,9]. 본 논문에서는 주 수 안정도를 높이고 고조

 발생을 억제하기 해 마이크로스트립 종단형 

CSRR구조를 이용한 압제어 발진기를 제안하 다. 

Ⅱ. 마이크로스트립 종단형 CSRR

SRR(Split Ring Resonators)은 반 방향으로 나뉘

어진 두 개의 속링으로 이루어지며 분포인덕턴스와 

분포 캐패시턴스 성분에 의해 LC공진기로서 동작한다. 

CSRR(Coplementary Split Rings Resonators)은 동

에 SRR과 동일한 모양을 식각한 형태이며 공진주 수

에서 각각 강한 자기  커 링을 만들어 특정신호를 

역 지시키는 특징을 나타낸다[5,6]. 한 평면형으

로 구 이 가능하여 에칭기법으로 쉽게 기 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림1은 CSRR의 구조와 등가회로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링의 반지름 r와 링의 폭 w에 의해 분포 캐

패시턴스 Cr값이 결정되고 링의 간격 d 에 의해 분포

인덕턴스 Lr이 결정된다. 여기서 CSRR의 공진주 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그림 1. 일반 인 CSRR의 구조와 등가회로
Fig. 1 Structure and equivalent circuit of 

conventionlal CSRR

그림2 (a)는 마이크로스트립 종단형 CSRR의 구조와 

등가회로를 나타내고 (b)는 등가회로를 나타낸다[5]. 

송선로의 폭 t와 선로의 간격 g는 직렬 인덕턴스 Ls 와 

직렬 캐패시턴스 Cs를 결정하며 기 의 사양과 동작주

수에 의해 달라진다. Cc는 송선로와 CSRR과의 결

합 캐패시턴스를 나타낸다.

(a)

(b)
그림 2. 마이크로스트립 종단형 CSRR의 구조(a)와 

등가회로(b)
Fig. 2 (a) structure and (b) equivalent circuit of CSRR 

loaded microstrip line 

그림 3은 마이크로스트립 종단형 CSRR의 입력반사

계수와 달계수를 시뮬 이션 한 결과이다. 동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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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9.35GHz에서 삽입손실은 –0.45dB이고 반사계수

는 –11dB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7GHz주변

에서 역 지 특성을 보이며 6.2GHz 역에서도 공진

하는 것은 CSRR에 의한 향이다. 발진기의 발진주

수는 FET의 궤환소자에 의해 결정되고 발진주 수의 

고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주 수에서의 향은 

무시 할 수 있다.

그림 3. 마이크로스트립 종단형 CSRR의 송계수
Fig. 3 Transmission coefficient of CSRR loaded 

microstrip line

Ⅲ. 압제어 발진기 의 설계  측정 

3-1 압제어 발진기의 기본이론

그림 4와 같은 궤환회로를 포함한 4단자 MESFET 

발진기 모델에서 발진조건은 다음과 같다[10].

  ′


(2)

여기서  ′ 
  

 이다.

압제어 발진기의 설계 차는 선택된 능동소자의 바

이어스 조건에서 주어진 소신호 S- 라메터를 가지고 

먼  a) S11
* 이 발진주 수에서 최 가 되도록 궤환 회

로를 구성한다. 그리고 b) 증폭기와 궤환 소자로 구성된 

회로의 안정도 원을 스미스차트에 도시한 후 공진기의 

공진 주 수가 불안정 역 에 치하여 다음 수식의 

발진조건을 만족하도록 공진회로를 설계한다.

∣∣ ∣ ′∣


, ∠   ∠′


(3)

그림 4. MESFET발진기의 구성도
Fig. 4 MESFET oscillator model 

발진이 일어난 후 ∣ ′∣가 증가하여 식(2)의 
정상상태 발진에 도달하게 되면 c) 출력종단회로는 

기 발진 조건과 부하에 최 력을 달하기 해 

다음의 조건에 맞도록 설계한다.

  ,   (4)

발진이 시작된 후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Rd와 Rc는 

같아 지며 d) 1/S11
*
 는 출력 반사계수 Γc의 함수이므

로 차 b)와 c)는 식 (4)를 만족할 때까지 최 화 한

다.

3-2 압제어 발진기의 설계

그림5는 바 터 다이오드를 포함한 공진부를 시뮬

이션한 결과이며 S21은 역 지특성, S11은 반사손

실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공진부의 시뮬 이션 결과
Fig. 5 Simulated results of resonator 

발진기의 선형해석은 빠르고 쉽게 발진주 수나 발

진가능성을 알 수 있지만 출력 력의 크기나 정확한 

발진주 수를 측하기 해서는 비선형 해석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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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따라서 발진기의 비선형 해석을 한 하모닉 

발란스 시뮬 이션을 통해 특성을 최 화 하 다. 발진

기의 특성은 주로 FET의 소스에 연결되어 있는 스터

의 길이와 CSRR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며 최 화된 

CSRR의 간격d=16mil, 두께 w=29mil 반지름 r=87mil이

며 선로의 간격 g=15mil 두께 t=56mi이다.그림 6은 설

계된 압제어 발진기의 출력특성으로서 출력 력은 

8.32dBm, 고조 의 억압특성은 약 –10dBc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 6. 출력특성
Fig. 6 Output power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마이크로 스트립 종단

형 CSRR을 이용한 2단형 압제어발진기의 회로구성

을 나타낸다. 능동소자를 이용하여 발진회로를 설계할 

경우 동작주 수에서 부성 항특성을 갖도록 궤환회로

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립라

인을 이용하여 FET의 소스단자에 개방스터 를 연결

하여 가능한 큰 부성 항 특성을 갖도록 궤환회로를 

구성하 다. 발진기에 사용된 능동소자고주 부에서 

잡음특성을 갖는 AVAGO technology사의 GaAs 

MES FET인 ATF-36077을 사용하 다. 능동소자는 

DC바이어스를 인가하 을 때 발진기의 입 출력단의 

반사계수에 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하 으며 IV특성

곡선으로부터 Vds는 1.5V Ids는 25mA인 바이어스 을 

선택하여 설계하 다. 압제어 발진기의 공진주 수

는 바 터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DC제어 압에 의해 

가변하며 부하의 향을 이기 해 Q가 매우 큰 것

을 사용하 다. 한 압변화에 한 주 수 변화 특

성이 선형특성을 갖도록, 바 터 다이오드는 gamma

(γ)가 큰 ALPHA사의 SMV1736를 사용하 다.

그림 7. 제안된 2단 VCO의 구성
Fig. 7 Structure of the proposed 2-stage VCO 

버퍼는 격리도를 높여 주 수 안정도를 높이기 해 

설계하 으며 발진기와 같은 ATF-36077을 이용하여 

입출력 임피던스 50Ω으로 설계하 고 이득은 약 10dB

이다.

3-3 압제어 발진기의 제작  측정

제안된 압제어 발진기를 제작하여 측정하고 분석

하 다. 제작에 사용된 기 은 유 율이 2.5 인 

TACONIC사의 TLX-9을 사용하 고 HP사의 스펙트

럼 분석기 E4407B를 가지고 측정하 다.

 

(a) 

(b) 
그림 8. 제안된 2단 VCO의 구성 (a) 앞면 (b) 뒷면
Fig. 8 Structure of the proposed 2-stage VCO (a) top 

(b) bottom

그림 8은 설계한 발진기를 제작한 결과이다. 제안

된 발진기는 뒷면의 그라운드면에 CSRR구조를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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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작하 고 제안된 발진기의 성능을 알아보기 

해 동일한 구조이지만 기 의 뒷면에 CSRR을 삽입

하지 않은 발진기를 제작하여 특성을 비교하 다. 

(a)

(b)
그림 9. (a) 출력 력과 (b) 발진주 수의 측정결과
Fig. 9 Measured results of (a) output power and (b) 

oscillation frequency

그림9는 두 종류의 발진기를 제작하여 제어 압에 

따른 출력 력과 발진주 수를 비교하여 측정한 결과

이다. 제어 압이 0 ∼ 10V로 가변할 때 출력 력은 

CSRR구조를 사용한 발진기와 사용하지 않은 발진기 

모두 16.5 ∼ 16.7dBm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으며 발진주 수도 9.27GHz에서 9.4GHz로 역시 유사

한 결과를 얻어 출력 력과 발진주 수에는 CSRR에 

의한 향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10. VCO의 고조  특성 (a) 일반 인 VCO (b) 
제안한 VCO

Fig. 10 Harmonic characteristics of VCO (a) 
conventional VCO (b) proposed VCO

그림 10은 제작한 압제어 발진기의 고조  특성

을 나타낸다. 제1고조 의 출력이 일반 인 VCO와 

제안한 VCO가 각각 약 16.6dBm, 16.7dBm으로 유사

하지만 발진주 수의 제2 고조 인 18.6GHz에서 일반

인 압제어 발진기의 경우 1.86dBm, 제안한 발진

기의 경우 제2고조 에서 –8.94dBm의 결과를 얻어 

약10.4dB의 고조 억압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압제어 발진기와 버퍼사이에 삽입한 CSRR이 필터

로서 동작하며 고조 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었기 때

문이다. 표1은 제안된 구조의 발진기의 특성을 일반

인 발진기와 비교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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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VCO

Proposed

VCO

Output freq[GHz] 9.27 ∼9.4 9.28 ∼9.39

Output power [dBm] 16.7 16.6

harmonic supp 

[dBc@2fo]
-14.9 -25.5

phase noise

[dBc/Hz@500kHz]
-87 -90

표 1. 압제어 발진기 특성 비교
Table 1. VCO performance comparison.

고조  억압특성은 제안한 VCO의 경우가 –10.4 

dB 개선된 결과를 얻었으나 발진주 수와 출력 력은 

두 종류 모두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상잡음은 제안

한 VCO의 경우가 –3dB 낮은 결과를 얻었으나 거의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헌[11]에 의하면 높은 Q

를 가지는 CSRR을 이용하면 충분히 낮은 상잡음을 

얻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버퍼의 상잡음을 포

함한 결과이므로 CSRR에 의한 잡음 효과는 미비함

을 알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립 종단형 CSRR을 이

용해서 잡음 변환기용 압제어 발진기를 설계  

제작하 다. 압제어 발진기와 load pulling효과를 

이기 한 버퍼사이에 제작이 간단하고 소형인 CSRR

을 삽입하여 고조 를 최 한 억압하도록 하 다. 설계

한 발진기를 제작하고 측정한 결과 CSRR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인 VCO와 비교하여 발진주 수와 출력

력, 상잡음은 유사한 특성을 얻었지만 필터로 동작하

는 CSRR에 의하여 제2고조  억압효과가 10.4dB 개선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발진기는 X-밴

드 이다 LNC(Low Noise Converter)용 국부발진기

로 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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