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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ine 구조의 Ku 역 추 이더 수신단용 
평형 믹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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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Ku 역 추 이더의 핵심부품인 고주  헤드 내 주 수 믹서(혼합기)의 설계  제작 결

과에 해서 다룬다. 단일종단(Single-Ended)  단일평형(Single-Balanced) 믹서의 단 을 보완하기 해서, 

Fine-Line 구조의 평형(Balanced) 믹서를 설계하여 낮은 변환손실 특성을 가지도록 하 으며, Ku 역 RF신호

를 입력받아 L밴드 IF신호를 생성하도록 하 다. 제작된 믹서에 해서 Ku밴드 5개 샘 주 수를 상으로 

실험한 결과, 최  잡음지수(Noise Figure Max) 6.823dB, 이득(Gain) 4.159dB ~ 4.676dB, 통과 역(Band 

Pass) 61MHz의 값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fabricated the frequency mixer, which is the core parts of high frequency head in Ku-band tracking radar. To 

overcome the problem of single-ended and single-balanced resistive structure, we designed the fine-line structure with balanced mixer , to 

generate IF signal without distortion in L-band, after receiving the RF signal of the Ku-band. The prototype mixer showed a Noise Figure Max of 

6.823dB, Gain of 4.1598~4.676dB and Band Pass of 61MHz in 5 Ku-band sample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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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 무기체계는 정 유도무기, 지능형탄약과 같이 

표 을 탐지  추 하여 무기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효과 으로 표 을 괴하는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 

그  정 유도무기의 핵심 구성요소는 표 을 탐지 

 추 하는 센서이며 구체 으로는 이더, 외선, 

학 센서로 분류되며 일반 으로 탐지거리에 따라 S

역, X 역, Ku 역, Ka 역 등 다양한 역의 이

더가 표 의 탐지  추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 2].

Ku 역 추 이더 서 시스템에 장착되어 운용되

는 고주  헤드(RF HEAD)는 탐지 이더가 찾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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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추 하고 유도탄 발사 후 유도탄 추 과 유도

명령 송신 기능을 수행하는 추 이더의 핵심 구성

품이다. 고주  헤드는 안테나로 Ku 역의 주 수 송

신 신호를 달하며 수신된 신호로부터 표  정보를 

획득하여 IF 수신부로 표 에 한 고도, 방 , 속도 

정보를 달한다. 이러한 고주 헤드의 주요부품으로 

Ku 역 주 수 믹서는 합신호 1채 (SUM)과 차신호 

2채 (EL, AZ)로 구성되어 수신 신호에 한 고도, 

방 , 속도에 한 표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RF 

신호를 IF 신호로 변환하여 수신부로 달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3]. 믹서의 주요 성능으로는 주 수 안정

도, 정확도, 상잡음, 주 수 도약 등이 있다[4, 5].

재 국내의 Ku 역 송/수신 모듈설계 기술은 빈

약한 수 이며, 설계  제작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직사각형 도

과 평면 회로로 자 를 결합하기 한 이구조

로 Antipodal Fin-Line과 서스펜디드 스트립라인

(Suspended Stripline)을 이용한 Ku 역 추 이더

의 핵심부품인 수신단 믹서를 개발하 다[6].

Ⅱ. 추  이더 구성  믹서 요구성능

2.1 추  이더 구성  개발 상

추 이더는 기동하는 표 의 고도, 방 , 속도에 

한 정보를 산출하여 사용자 콘솔에 정보를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 다음 그림1은 추 이더 수신단 구

조에 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추 이더의 핵심

구성품인 고주 헤드의 수신단 믹서 설계에 해서 

다룬다. 믹서는 변환이득을 갖는 능동 믹서와 변환손

실을 갖는 수동 믹서 구분되며[7], 본 논문에서는 수

동 믹서 형태로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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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추 이더 수신단 구조
Fig. 1 Tracking radar receiver structure

고주 헤드의 수신단 믹서는 세부 으로 믹서와 시

험용 믹서로 구성되고, 믹서와 시험용 믹서는 설계방

법이 동일하나, 입력  출력의 치를 변경하여 시험

용 믹서는 리미터를 검증하기 한 신호를 생성한다.

2.2 시험용믹서 요구성능

시험용 믹서는 리미터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한 것으로, RF신호를 생성하여 리미터로 송신한다. 

도 의 설계  PCB 환 설계기술 등을 기반하여 

WR-62도  형태로 Ku 역의 LO신호  L 역의 

IF신호를 인가받아 Ku 역의 RF신호를 생성하도록 

하 으며, 추 이더에 용하기 해서 표1의 요구

성능을 목표로 설계하 다.

Subject Category Requirement

Test 
Mixer

Signal Power -8dBm±2dB

Spurious ≥30dBc

LO Rejection ≥10dBc

표 1. 시험용 믹서 목표성능
Table 1. Requirement on the test mixer

2.3 믹서 요구성능

고주 헤드는 고각 신호 1채 , 방 각 신호 1채 , 

합신호 1채 로 총 3채  믹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의 믹서들은 수신신호에 한 RF신호를 입력받아 

IF신호로 변환하여 수신부로 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 의 설계  PCB 환 설계 기술 등을 이용하

여 Ku 역의 RF신호를 인가 받아 L 역의 IF신호로 

하향 변환하여 IF수신기로 신호가 달되도록 설계하

다. 한 비선형 회로 설계  구동 증폭기 설계기

술을 통해 도  내부에 다이오드를 합시켜 RF신

호와 LO신호의 차신호인 IF신호를 출력하도록 설계

하고, 필터 설계  잡음 제어설계를 이용하여 IF신호

에 한 하모닉 제거와 잡음을 제거하여, 표2의 요구

성능을 목표로 설계하 다.

Subject Category Requirement

Mixer

Noise Figure ≤ 7.5dB

Gain 4dB ± 1.5dB

Differential Gain 0dB ± 1dB

Differential Phase 0˚ ± 10˚

Band Pass ≥ 30MHz

표 2. 믹서 목표성능
Table 2. Requirement on the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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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믹서 설계  제작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단일 종단(Single-Ended)  

단일 평형(Single-Balanced) 믹서의 문제 을 보완하

고 성능을 개선하기 해 새로운 회로를 제안하 다. 

기존의 단일 종단 믹서의 경우 변환손실 특성은 양호

하지만 낮은 LO-RF 격리도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단

일 평형 믹서는 커 러를 사용하여 높은 LO-RF 격

리도 특성을 갖지만 커를러 삽입으로 인해 변환손실 

특성이 하된다[8, 9].

본 논문의 믹서는 Fin-Line 구조를 가진 평형 믹서 

형태를 이용하여 낮은 변환손실을 가지면서 분리된 

LO, RF 포트를 통해 높은 격리도 특성을 갖도록 설

계하 다. LO부의 도 과 평면 회로간의 이 구조

는 Antipodal Fin-Line 구조를 이용하 고, RF부의 

천이구조는 Fin-Line 테이퍼(Taper)구조를 이용하

으며, 낮은 변환손실를 한 매칭은 서스펜디드 스트

립라인을 이용하 다.

3.1 시험용 믹서 설계  제작

시험용 믹서는 HFSS(High Frequency Structure 

Simulator) 로그램을 이용하여 도  사이에 인쇄

회로기 이 삽입된 상태를 구 한 후 LO신호단

(15GHz), RF신호단(16.5GHz), IF신호단(1440MHz)으로 

특정 주 수 역의 신호가 통과하도록 구 하 다.

(A)

(A)

(B)

(C)

그림 2. 시험용 믹서 내부 구조 형상
Fig. 2 Configuration of the inside of test mixer

먼  그림2와 같이 입력  출력단(A)은 도  

WR-62로 TE모드로 구성하 다. 신호가 TE 모드로 

송 에 마이크로스트립라인(Microstrip Line)과 만

나면서 TEM 모드로 변환하도록 하 다. 모드 변환을 

한 트랜스포머(B)는 인쇄회로기  패턴으로 구 하

다. 한 IF 신호단으로 높은 고주  신호가 흘러가

는 것을 차단하기 해 Low Pass Filter(C)를 추가하

다.

3.1.1 LO 신호단 설계

LO신호단은 15GHz 역의 신호가 통과되도록 설

계하 다. 도  WR-62(TE 모드)로 신호가 입력되

어 Antipodal Fin-Line구조를 통해 마이크로스트립라

인(TEM 모드)으로 변환되어 신호가 출력되는 형태이

다. Fin-Line 구조의 두께와 간격을 조 하여 원하는 

주 수 역인 14.74GHz ~ 15.37GHz 사이에서 매칭

을 하 다. 한 Fin-Line 구조 후 50Ω 마이크로스트

립라인 구조를 구 하기 해 인쇄회로기  뒤편에 

그라운드를 형성하 다. 그림3은 설계한 LO신호단에 

한 EM시뮬 이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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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1 : Sw eep
dB(S(2,1))

Setup1 : Sw eep
dB(S(2,2))

Setup1 : Sw eep

그림 3. LO신호단 EM시뮬 이션 결과
Fig. 3 EM simulation results of LO signal part 

3.1.2 RF신호단 설계

RF신호단은 신호가 16.5GHz 역에서 통과하도록 

설계하 다. RF신호단 한 LO신호단과 유사한 구조

를 지니고 있어 도  WR-62(TE 모드)로 신호가 

입력되고 Fin-Line구조를 통해 마이크로스트립라인

(TEM 모드)로 변환되어 신호가 출력되는 구조이다. 

LO신호단과 동일하게, Fin-Line 구조의 두께 변화  

간격 조 로 원하는 주 수 역인 16.18GHz ~ 

16.81GHz 사이에서 매칭을 하 다. 그림4는 설계한 

RF신호단에 한 EM시뮬 이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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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F신호단 EM시뮬 이션 결과
Fig. 4 EM simulation results of RF signal part

3.1.3 정합변환부 설계

정합변환부는 LO신호단과 RF신호단의 구조를 결

합하여 LO신호구간인 14.74GHz ~ 15.37GHz 신호를 

차단하고, RF 구간인 16.18GHz ~ 16.81GHz 신호는 

매칭되도록 하 다. 앞선 설계와 유사하게 LO신호 구

간과 RF신호 구간이 마이크로스트립라인으로 연결되

어 있으며, Fin-Line구조의 두께와 간격을 조정하고 

마이크로스트립라인의 그라운드 부분을 조 하여 신

호를 매칭을 하 다. 그림5는 설계한 정합변환부에 

한 EM시뮬 이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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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합변환부 EM시뮬 이션 결과
Fig. 5 EM simulation results of Impedance matching

3.1.4 IF필터 설계

IF필터( 역통과필터)는 인쇄회로기  패턴을 이용

하여 CST(Computer Simulation Technology) 시뮬

이션 로그램을 사용하여 설계하 다. 그림6은 설계

한 IF필터부에 한 EM시뮬 이션 결과이다.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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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1 : Sw eep
dB(S(2,1))

Setup1 : Sw eep
dB(S(2,2))

Setup1 : Sw eep

그림 6. IF필터부 EM시뮬 이션 결과
Fig. 6 EM simulation results of IF filter part

3.1.5 최종 설계  제작

시험용 믹서는 RF신호단, LO신호단, 정합변환부, 

IF필터 구성품을 통합하고 효율을 높이기 한 매칭 

작업을 통해 완성하 다.

LO신호단과 RF신호단 연결부 사이에 다이오드를 

장착하여 두 신호의 믹싱(Mixing)을 유도하고, 다이

오드의 비선형 특성에 의해 혼합된 신호의 주 수가 

변환되어 IF필터부로 신호가 달되도록 하 다. 다이

오드의 비선형 특성을 극 화하기 해 매칭이 필요

하며, 최종 인 매칭을 해 RF신호단에 스터

(Stub)를 포함하여 임피던스 조 이 가능 하도록 설

계하 다. 그림7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시험용 믹서 

모듈이며, 크기는 60mm x 34mm x 39mm 이다.

그림 7. Ku 역 시험용 믹서 사진
Fig. 7 Picture of Ku-band test mixer

내부 인쇄회로기 은 그림8과 같이 2차례 이상의 

수정을 통해 최종 형상을 제작하 다.



Fin-Line 구조의 Ku 역 추 이더 수신단용 평형 믹서 설계

689

그림 8. 시험용 믹서 내부 회로기
Fig. 8 Inside circuit board of test mixer

Ver.1은 변환손실이 크고 IF신호 변환시 출력 평탄

도의 개선이 필요하 다. Ver.2는 RF부의 Fin-Line 

테이퍼구조의 슬롯(Slot) 폭을 넓히고, 선로부에 스터

를 삽입하여 정합도를 향상시켜 변환손실  평탄

도를 개선하 다. Ver.2의 단 은 미세한 가공 오차에

도 성능이 크게 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제작에 어려

움이 있다. 최종 Ver.3에서는 LO부의 Antipodal 

Fin-Line구조 변경을 통해 평탄도를 향상시켰으며, 

변환손실을 이기 한 정합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 다. 

3.2 믹서 설계  제작

믹서는 수신된 RF신호로부터 표  정보를 획득하

여 IF수신부로 표 에 한 고도, 방 , 속도 정보를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  믹서부, 잡음증폭

부, 상변 부, 원부, 필터  아이솔 이터부로 구

성되어 있다. 그  도  믹서부는 시험용 믹서의 

LO신호, RF신호, 정합변환, IF필터와 설계방법이 동

일하다.

그림 9. 믹서 회로도
Fig. 9 Schematic of Mixer

3.2.1 잡음증폭부(LNA) 설계

IF신호를 잡음 증폭시키기 해 이득(Gain) 15 

dB, 잡음지수(Noise Figure) 1.5dB의 잡음지수가 우수

한 소자(MA-COM, MAAL-011078)를 사용하 으며, 

잡음증폭부는 증폭기 구동을 한 바이어스단(Bias 

Section)과 도  믹서의 IF신호를 50Ω 스트립라인

으로 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합 교정을 

한 정합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0은 잡음증폭부

의 회로도이다.

그림 10. 잡음증폭부 회로도
Fig. 10 Schematic of LNA circuit

3.2.2 상변 부 설계

믹서 상변 기는 상 지연을 목 으로 사용되

며, 변환된 IF신호의 상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IF신호주 수 내에서 통과 특성이 우수하도록 그

림11과 같이 설계하고, 상을 조 할 수 있는 지 을 

확보하여 설계하 다(그림11). 그림12는 믹서 상변

부 시뮬 이션 결과이다.

그림 11. 상변 부 설계형상
Fig. 11 Layout of the phase-shi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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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상변 부 시뮬 이션 결과
Fig. 12 EM simulation result of the phase-shifter 

3.2.3 필터  아이솔 이터 설계

믹서의 IF필터부는 심주 수 1440MHz, 역폭 

150MHz, 삽입손실 최  -1.09dB, 격리도(1232MHz, 

1677MHz) -60dB이상을 기 으로 설계하 으며, 그림

13과 같은 시뮬 이션 결과를 확인하 다.

그림 13. IF필터부 시뮬 이션 결과
Fig. 13 Simulation result of IF filter part

3.2.4 최종 설계  제작

최종 설계는 부품의 개별 성능 확인 후 최종성능을 

확보하기 해 튜닝  재설계 과정을 진행하 으며, 

온도 변화에 한 보상  조립시 발생하는 부정합 

특성을 개선하기 해 각 연결부에 매칭소자를 추가

하 다. 최종 제작된 믹서의 내부  외부 형상  내

부 인쇄회로기  형상은 각각 그림14, 15와 같다.

 

그림 14. 믹서제작 내부(왼쪽)  외부 형상
Fig. 14 Picture of the fabricated mixer

 

그림 15. 믹서 내부 회로기  형상
Fig. 15 PCB layout of the fabricated mixer

Ⅳ. 믹서 성능측정

4.1 시험용 믹서 측정 결과

시험용 믹서의 측정은 그림16과 같이 구성을 하여 

RF출력 결과값을 이용하여 성능 검증을 진행하 다. 

5dBm의 LO입력과 0dBm의 IF입력에 한 RF출력으

로 변환손실(Signal Power)을 확인하 다.

그림 16. 시험용 믹서 측정 구성도
Fig. 16 Measurement configuration for test mixer

시험용 믹서에 해 Ku 역 5개 샘  주 수의 신

호세기를 측정한 결과 그림17과 같이 –9.14 ~ 

7.17dBm으로 확인되었고, 스퓨리어스 측정 결과는 그

림18과 같이 49.88dBc, LO제거도는 그림19와 같이 

41.75dB으로  측정되었으며, 표3과 같이 추 이더에

서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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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ategory Requirement Value

Test 
Mixer

Signal Power -8dBm±2dB
-9.14 ~

-7.17 dBm

Spurious ≥30dBc ≥49.88dBc

LO Rejection ≥10dBc ≥41.75dBc

표 3. 시험용 믹서 목표 비 측정결과
Table 3. Measurement results vs. requirement of test mixer

그림 17. 시험용 믹서 Signal Power 측정결과
Fig. 17 Measurement result of signal power of 

test mixer

그림 18. 시험용 믹서 Spurious 측정결과
Fig. 18 Measurement result of spurious of test 

mixer

그림 19. 시험용 믹서 LO Rejection 측정결과
Fig. 19 Measurement result of LO rejection of 

test mixer

4.2 믹서 측정 결과

믹서의 측정은 그림20과 같이 구성을 하여 IF출력 

결과값으로 성능검증을 수행하 다. 5dBm의 LO입력

과 0dBm의 RF입력에 한 IF출력의 변환이득과 

NF(Noise Figure)를 확인하 다. 

시험용 믹서와 유사하게, Ku 역 5개 샘  주 수

를 상으로 믹서의 성능을 측정하 다. 믹서의 이득

은 그림21과 같이 4.159 ~ 4.676dB, NF는 6.823dB로 

측정되어 표4와 같이 추 이더에서 요구하는 성능

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믹서 측정에 사용된 필

터와 어 터의 손실은 약 1.6dB이다.) 그 외 그림22와 

같이 차동이득  차동 상, 그림23에서와 같이 역

폭에 한 요구성능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20. 믹서 측정 구성도
Fig. 20 Measurement configuration for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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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ategory Requirement Value

믹서

Noise Figure ≤ 7.5dB Max 6.823dB

Gain 4dB±1.5dB
4.159dB ~
4.676dB

Differential 
Gain

0dB±1dB
-0.62dB ~ 

0.00dB

Differential 
Phase

0˚±10˚ -5.1˚~7.7˚

Band Pass ≥ 30MHz 61MHz

표 4. 믹서 목표 비 측정결과
Table 4. Measurement results vs. requirement of mixer

그림 21. Noise Figure  Gain 측정결과
Fig. 21 Measurement result of noise figure and 

gain

그림 22. 차동이득  차동 상 측정결과
Fig. 22 Measurement result of differential gain 

and phase

그림 23. 역통과 여 기 측정결과
Fig. 23 Measurement result of s-parameters of 

the band pass filter

Ⅴ. 결론  추가연구 방향

근래의 무기체계기는 정 유도무기를 심으로 발

하고 있으며, 정 유도무기의 핵심 인 구성요소는 

표 을 탐지  추 하는 이더이다. 추 이더 수

신단 고주 헤드의 믹서는 합신호 1채 (SUM)과 차

신호 2채 (EL, AZ)로 구성되어 수신 신호에 한 고

도, 방 , 속도에 한 표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RF신호를 IF신호로 변환하여 수신부로 달하는 역

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Fin-Line 구조를 가진 평

형 믹서 구조를 이용하여 통해 낮은 변환손실을 가지

면서 분리된 LO, RF 포트를 통해 높은 격리도 특성

을 갖는 Ku 역 믹서를 설계하 다. 제작된 믹서는 

추 이더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

로 확인하 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유사 역의 이더  민간 

분야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아울러 추

이더는 송신하는 고출력 신호에 의한 안테나 부품 손

상을 방지하기 한 Ku 역 리미터가 필요하며,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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