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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직 결합에 의한  상잡음 유 체 공진기 설계를 하여, 고유 율의 유 체 공진기와 마

이크로스트립선로 사이의 결합계수에 해 분석하 으며, 고유 율로 인한 Q값의 보완을 한 병렬궤환 회로 

용한 유 체 공진 발진기의 상잡음을 분석하 다. 유 체 공진기의 상잡음 분석과 결합계수의 분석을 

통하여 고안정 유 체 공진 발진기를 최 화 설계한 결과 20.25GHz 유 체 공진 발진기의   인 유 체 

공진기를 사용한 경우 결합계수가 약 3.6의 값을 나타낼 때 20.25GHz에서 상잡음은 –84.3dBc/Hz@1KHz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K-Band 에서도 주 수 체배 방식에 의한 상잡음 손실을 방지하는 

직 결합 설계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sed coupling coefficient between dielectric resonator of high dielectric constant and microstrip line to 

design for low phase noise dielectric resonator by direct coupling. Also we analysed phase noise of dielectric resonance oscillator 

with parallel feedback circuit to complement Q by high dielectric constant. We obtained a result from high-stability dielectric 

oscillator which is optimum designed through analysis of dielectric resonance oscillator phase noise and coupling coefficient. The 

result is that the phase noise was –83.3dBc/Hz@1KHz at 20.25GHz when we used about 3.6 coupling coefficient and    

dielectric resonator of 20.25GHz dielectric resonance oscillator. As a result, we suggested the direct-connect design method by 

frequency multiplication mode to prevent phase noise loss at K-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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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GHz이상의 마이크로  통신시스템에 용되는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는 고안정 국부발진기(LO, Lo-

cal Oscillator)를 이용하며 수신신호와 국부발진 신호

의 믹서(Mixer)작용으로 간주 수(IF)신호로 변환시

킴으로써 A/D 변환이후 디지털 신호처리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고안정 국부발진 신호는 마이크로  통

신시스템에서 상향변환(Upconversion)과 하향변환

(Downconversion)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디지털

이더 수신기에서는 목표물로부터 되돌아오는 에코신

호(echo)와 상신호를 일치시키는 코히어런트(Coh-

erent) 동작을 하여 고안정, 상잡음의 국부발진

기를 요구한다[1].

디지털 RF 수신시스템의 국부발진기에 사용되는 

유 체 공진기는 품질 계수가 높고, 온도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가 어, 이를 이용한 발진기는 다른 발진

기에 비해 상잡음 특성이 우수하고 발진 주 수의 

온도에 따른 변화가 어 RF 통신시스템에 많이 

용되어 왔다[2]. 유 체 공진기의 특성을 정의하는 주

요한 변수는 첫째, 유 율은 유 체 공진기의 공진주

수와 한 연 을 가지며, 둘째, Q값은 유 체의 

탄젠트 손실(tan)의 역수로써 유 체의 Q값은 부품

의 신호 손실과 직 인 련되어 유 손실이 작을

수록 Q값이 크고 부품의 삽입손실을 감소시켜 력

손실을 이게 된다. 셋째 마이크로  역에 사용되

는 유 체 공진기는 온도의 변화에도 주 수의 변화

가 없어야 한다.[3].

유 체 공진 발진기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능동소

자와 마이크로스트립선로간의 직 결합(Direct cou-

pling)방식은 유 체 공진 발진기의 높은 Q값과 공진

주 수 온도 계수()가 낮아지는 특성으로 C-band 

이하 역에서는 직 결합을 이용한 유 체 공진기의 

구 이 간단한 장 이 있지만 20GHz이상의 주 수 

역에서는 주 수가 높을수록 장이 짧아지며 장

이 유 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유 체 공진기의 크

기가 매우 작아진다[4-6].

한편 발진기의 주요 성능 지표  하나인 상잡음

(Phase noise)은 신호원 는 발진기에 의해서 발생

되며 이더나 무선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상당히 요하며, 발진기의 상잡음을 개

선하는 방법으로는 마이크로 발진기에 사용되는 

HEMT와 같은 능동소자와 련된 잡음 특성을 나

타내는 능동소자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방식과 높은 Q 

값을 갖는     이상의 고유 율 유 체 공진기의 

사용으로 발진기의 상잡음을 개선 할 수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유 체 공진기와 마이크로스트립선로간의 결합계수에 

따른 상잡음 분석하고   인 고유 율 유 체 

공진기를 사용하여 상잡음 특성을 최 화시킨 직

결합 발진기 설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한 유 체 공

진기의 유 율이 높아지면서 감소하게 되는 Q값을 

보완하기 해 병렬궤환 회로를 용, 고유 율 유

체 공진기와 결합되는 마이크로스트립선로의 임피던

스 변환을 통해 낮은 온도계수 특성, 높은 Q값을 갖

도록 최 화된 설계법을 제안 하 다. 

Ⅱ. K-Band 유 체공진 발진기의 특성분석

유 체 공진기는 원 형으로 구성된 유 체(Die-

lectric)로서, 상  유 율은 =20～120의 값을 가진

다. 유 율이 크기 때문에 공진기로서 작용하며 손실

이 매우 작은 유 체로 구성이 되어 보통 2000이상의 

높은 Q를 가지게 된다. 유 체 공진기의 크기는 공진

주 수가 높아질수록 작아지는데, 이는 유 체 내부에

서 고주 의 장이 유 율에 반비례하므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D는 유 체의 직경을 나타내며 주 수가 높을수록 

유 율이 커지고, 직경의 길이가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 율이 커지면 유 손실 한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유 체 공진기를 선택할 시 유 율뿐

만 아니라 유 손실에 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유 체 공진기를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에 직  결

합 시킬 때 마그네틱 다이폴(magnetic dipole)의 필드

구조와 한   공진모드가 발생하며, 이 모드

에 한 공진 시 등가회로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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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 체 공진기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직 결합시 등가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about direct coupling of 
dielectric resonator and microstrip line

그림 1에서 은 유 체 공진기의 등가 항, 

등가 캐패시턴스, 등가 인덕턴스를 나타내며 그림 1과 

같이 직  결합 시 결합계수는 다음식과 같다.

 




(2)

식 (2)에서 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와 결합된 

유 체 공진기의 무부하시 양호도(quality factor), 

는 공진시의 주 수, 은 마그네틱 커 링의 크기, 

는 소스 항과 선로의 부하 항의 합으로 표

되는 외부 항을 나타낸다. 

발진기의 출력신호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발진

주 수 진폭이 변한다. 이 때 출력신호의 크기가 어

들면서 임피던스의 항성분이 0보다 작아져야만 안

정된 발진을 계속할 수 있다. 이 발진안정 조건은 복

소 주 수  에서 미소의 신호 진폭변화 

와 주 수변화 를 고찰함으로써 구해진다. 총 임피

던스   를 발진주 수   와 진폭 의 근처에서 

테일러 수로 개하면 식 (3)과 같다.

   









 (3)

안정된 발진을 계속할 때의 복소 주 수 는   

이므로 이를 식 (3)에 입하여 에 하여 정리하

면 식 (4)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4)

일반 으로 부하 임피던스의 항성분이 주 수와 

무 하고 양(+) 항성을 가지므로 다음 식 (5)과 같은 

발진안정 조건식을 얻을 수 있다. 




 ≫  (5)

식 (5)는 발진기가 안정된 발진을 계속하려면 높은 

Q값의 종단회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Q

값의 유 체 공진기를 사용하여 발진기를 만들면 안

정된 발진을 얻을 수 있다. 

Ⅲ. 유 체공진 발진기의 상잡음 분석

수신기의 성능에 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으

며, 최 화된 수신기를 설계하는데 있어 성능을 감소

시키는 주요 성분들에 한 정량화가 요하다. 수신

기의 성능을 하시키는 주요성분은 비선형성 외에도 

상잡음과 지터(jitter)는 시스템에서 상당한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이 성분들의 제어는 쉬운 것이 아

니다. 상잡음과 지터는 신호경로를 따라 나열된 소

자들에 의하여 된 향을 받는다. 수신기의 모든 

향을 측정하는 것은 ADC의 출력에서 측정하는 것

이 올바르며, 된 성분들은 추가 인 상잡음 항

으로 나타나며, 이는 일반 인 국부발진기의 상잡음

과는 다르다.

그림 2. 디지털 RF 수신기 구성도
Fig. 2 Digital RF Receiver setup

발진기의 상잡음 분석에 앞서 디지털 RF 수신기

에서 상잡음의 향을 분석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은 수신기의 구성을 고려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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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푸리에변환 블록을 의미하고, 는 수신

단에서 추가되는 잡음을 의미한다. 수신기에 입력되는 

단일-톤(single-tone) 신호 는 다음식과 같다.

  ∙sin  (6)

식 (6)에서 은 입력신호의 상을 의미하며, 

은 입력신호의 상잡음을 의미한다. 가 입력된 

후 하향변환기에 의해 하향 변환된 신호 는 다음

식과 같다.

≈∙∙


i f     

(7)

식 (7)에서 는 하향변환기 내의 국부발진기의 

상잡음을 의미한다. 최종 으로 ADC를 통과한 출

력신호는 다음식과 같다.

 ∑  (8)

식 (8)은 양자화 오류를 무시한 결과이고 ∑ 항
이 FEM의 상잡음과 지터를 포함한 성분이 되며, 

이는 다음식과 같다[9].

∑    (10)

본 논문에서는 발진기 단일 소자의 상잡음측정에 

두고 있으며, 식(7)에서 국부발진기의 상잡음에 의

해 하향변환기 출력신호의 상잡음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발진기의 상잡음의 원인은 발진기 

내부 회로에서의 비선형성에 의한 것이고, 그로인해 

발진신호의 력 스펙트럼이 폭이 넓어진다. 발진기 

출력 신호는 복소 역에서 다음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1)

식 (11)에서 는 진폭이고 는 반송주 수 그리

고 는 상변화량을 나타낸다. 
은 주 수

에서 스펙트럼 천이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발진기 출

력신호의 스펙트럼 모형은   에 의해 형성된

다. 상잡음 은 dBc/Hz 단 로 표 이 되고, 

반송주 수 로부터 오 셋 주 수 에서 1Hz 역

폭에 한 력량으로 정의되며 다음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log


 


 (12)

식 (12)에서 는 발진기 출력 신호의 메인 하모닉

에 한 총 력을 의미하며,  
  라 하고, 진

폭잡음을 무시한다고 가정할 때, 상잡음 은 

dB 스 일에서 의 력스펙트럼 도(PSD)와 

같게 된다. 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 변한다 

하더라도 의 증가량도 변화가 없게 된다. 는 

발진기 내부회로에서 주로 리커와 백색 잡음과 같

은 낮은 주 수 잡음()의 상변조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는 고정된 주 수 잡음이 융합

된 결과이다. 주 수 잡음은 리커와 백색잡음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10].

Ⅳ. K-Band 상잡음 유 체공진 발진기 
설계  측정

기존의 개발  상용화되어있는 K-band 유 체 공

진 발진기의 경우 유 율이 20～25정도이며, 비교  

낮은 공진주 수를 갖는 유 체 공진기를 사용하여 

체배하는 방식을 용하 는데, 이는 회로구성이 복잡

해지며 불필요한 능동소자를 사용함으로써 상잡음

의 성능을 하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직 결합방식

의 경우 유 체 공진기와 마이크로스트립선로간의 직

인 결합을 통해 발진 주 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회로구성이 간단하여 소형화가 가능하며 상잡음을 

하시키는 요소가 어든다.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유 체 공진 발진기는  이상의 고유 율

을 갖는 유 체 공진기를 사용하여 C, Ku-band에서

와 같이 Direct Coupling방식으로 K-band 20.25GHz

의 발진주 수를 생성한다. 설계 제작된 유 체 공진 

발진기는 기존의 주 수 상/하향 변환기에 용하여 

제품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며, 하나의 개별모듈로서 

설계가 가능해져 성 송수신 시스템 분야에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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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용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유 체 공진 발진기의 회로구성은 고유 율로 인해 

낮아진 Q값을 보상하기 해 높은 Q값을 갖는 병렬

궤환형태의 발진기로 구성하 으며, 발진기의 신뢰성 

확보  주변온도의 변화에 한 주 수 안정화를 

해 NEC사의 NE3210S01 HEMT소자를 사용하 다.

그림 3. 결합계수에 따른 상잡음의 변화
Fig. 3 Changes in the phase noise of the coupling 

coefficient

그림 4. 결합계수에 따른 형의 변화
Fig. 4 Changes in the waveform of the coupling 

coefficient

그림 3과 그림 4는 결합계수를 3 -> 3.6 -> 4 로 

변화시키면서 나타나는 상잡음  형의 변화를 

보여 다. 표 1.은 결합계수에 따른 유 체 공진 발진

기의 상잡음  출력 력, 발진 주 수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유 체 공진 발진기의 특성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electric resonator 

oscillator

Coupling 

Coef. ()
/phase noise

1KHz

(dBc)

10KHz

(dBc)

100KHz

(dBc)


(dBm)

freq.

(GHz)

3 -60 -71 -88 -3 20.24

3.2 -67 -74 -90 -2 20.23

3.4 -72 -78 -93 -1 20.22

3.6 -77 -80 -94 0 20.22

3.8 -81 -83 -95 0 20.21

4 -85 -86 -96 +1 20.21

결합계수가 3～4일 때 20.25GHz의 발진주 수가 

생성되며, 결합계수가 그 이하 는 그 이상일 경우 

발진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결합계수 

3～4사이를 0.1의 간격을 두고 상잡음 특성을 확인

해 본 결과 의 표 1.에서와 같이 결합계수가 3.6일 

때 설계 목표와 가장 근 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그림 5는 실제 설계 제작된 유 체 공진 발진기를 

나타낸 것이며, 설계 제작된 유 체 공진 발진기는 

HP사의 8563E의 스펙트럼분석기를 이용하여 출력

형  상잡음을 측정하 다. 

그림 5. 제작된 20.25GHz 유 체 공진 발진기
Fig. 5 Design of dielectric resonator oscillator 

(@20.25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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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유 체 공진기의 출력 형을 측정하여 나

타낸 것이며, 그림 7은 상잡음을 측정한 것이다.

그림 6. 20.25GHz 유 체 공진발진기의 출력 형
Fig. 6 Waveform of dielectric resonator oscillator

(@20.25GHz)

그림 7. 20.25GHz 출력 형의 상 잡음
Fig. 7 Phase noise of waveform(@20.25GHz)

최종 으로 설계 제작된 유 체 공진기는 약 –

3dBm의 출력 력을 가진 형으로 나타나며, 상잡

음은 -84.3dBc/Hz @ 1KHz, -90.8dBc/Hz @ 10KHz, 

-105.1dBc/Hz @ 100KHz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시뮬 이션  측정결과 값을 비교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유 체 공진 발진기의 시뮬 이션  측정 결과 
비교

Table 2. Result of dielectric resonator oscillator

simulation result
measurement 

result

phase 

noise 

(dBc/Hz)

-77 @ 1KHz

-80 @ 10KHz

-94 @ 100KHz

-84.3 @ 1KHz

-90.8 @ 10KHz

-105.1 @ 

100KHz

 +0dBm -3dBm

설계 제작된 유 체 공진 발진기는 결합계수가 약 

3.6일 때, offset주 수 1KHz에서 상잡음이 시뮬

이션 결과에 근 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Band 이상에서 직 결합을 이용

한 상잡음 유 체공진 발진기 구  하 다. 

상잡음 특성을 얻기 해    이상의 고유 율의 

유 체 공진기를 사용하여 20.25GHz의 발진신호를 갖

는 병렬궤환형 구조를 용하 으며, PLL을 이용한 

체배방식이 아닌 직 결합 방식을 용하기 하여 

결합계수에 따른 상잡음 특성을 분석하 다. 시뮬

이션 결과 유 율이 30인 유 체 공진 발진기의 경우 

결합계수가 3에서 4사이의 값을 가질 때 발진하며, 특

히 결합계수가 3.6일 때, 이론 인 해석을 통해 계산

된 목표값과 가장 근 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설계 

제작된 유 체 공진 발진기의 상잡음은 –

84.3dBc/Hz@1KHz, -90.8dBc/Hz@10KHz, -105

.1dBc/Hz@100KHz이며, 출력 력은 -3dBm이었다. 

이론 인 해석을 통해 계산된 설계 목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시뮬 이션 결과값은 설계 목표에 근 한 

특성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K-Band 

이상에서도 직 결합을 이용한 상잡음 발진기 설

계가 가능함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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