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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nP-HBT 기반 트랜지스터 RF 이득[2]

Ⅰ. 서  론

300 GHz 이상의 테라헤르츠파 대역은 넓은 대역폭, 밀리
미터파와 광파 사이에 위치한 파장, 고유 흡수 스펙트럼 등
의 성질을 갖고 있어 초고속 통신, 보안․의료 영상, 물질
탐지 센서 등의 응용 분야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미
국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Indium phosphide(InP) 기반
이종 접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InP Hetero-junction Bipolar 
Transistor: InP-HBT) 반도체 기술은[1]～[13] 실용적인 테라헤
르츠파 대역 통신․영상․센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시장

생성․확대에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다음 두 가
지 이유에서 비롯한다. 첫째, 전자소자 기반 집적회로 기술
은 광학 기반 기술과 비교하여 전체 시스템의 저전력화 및

소형․경량화에 유리하고, 둘째, InP-HBT 기반 능동소자는
최대 1 THz의 전력 이득 차단 주파수(power-gain cut-off fre-
quency: fmax) 특성을 지니고 있어([그림 1]) 300～600 GHz 대
역에서 기본 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동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실리콘 반도체 능동소자의 경우 fmax가 최대

300～400 GHz 정도여서 300 GHz 이상 대역의 회로 구현을
위해서는고조파(harmonics) 동작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기

본 주파수 동작 대비 이득, 효율, 복잡도 등 회로 성능 측면
에서 불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수년간 발표된 InP-HBT 기반 집적회

로 개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테라헤르츠 집적회로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300～670 GHz에서 동작하는 증폭
기[3],[4], 300～645 GHz 발진기[5]～[8], 529 GHz 주파수 분주기
[9], 300～600 GHz 대역 송수신 RF 프론트엔드 및 변복조기
[2],[10]～[13] 등의 다양한 회로가 보고되었다. 이들 각 회로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Ⅱ. InP-HBT 기반 테라헤르츠 집적회로 개발 사례

2-1 증폭기

2-1-1 670 GHz 공통 베이스 증폭기[3]

670 GHz 대역에서 약 20 dB의 이득을 갖는 증폭기가
구현되었다([그림 2]).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공통 에미터
(common-emitter) 구조보다 상대적으로 전력 이득이 높은 공
통 베이스(common-base) 구조가 기본 증폭단으로 사용되었
고, 역 CPW(inverted CPW)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정합회로를 
구현하였다. 에미터 길이를 다르게 하여 8단 및 9단을 가지
는 두 종류의 증폭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증폭기의 이득
은 각각 655 GHz에서 19.8 dB 및 670 GHz에서 22.1 dB로
측정되었다. 증폭기의 포화 전력은 585 GHz에서 각각 —0.7 
dBm 및 —4 dBm으로 측정되었다.

2-1-2 600 GHz 차동 공통 베이스 증폭기[4]

차동(differential) 구조 기반 공통 베이스 600 GHz 대역 증
폭기가 발표되었다([그림 3]). 차동 회로의 가상 접지(virtual 
ground)는 신호의 대칭성에 의한 것이므로, 단일 경로(single- 
ended) 회로와달리교류접지(ac-ground)의구현에관련된수
동소자의 정밀한 모델링이 필요하지않다는장점이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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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칩 사진 (1.2×0.25 mm2)

(b) 측정된 산란계수

[그림 2] 670 GHz 공통 베이스 증폭기[3]

(a) 칩 사진 (1.36×0.34 mm2)

(b) Block diagram

(c) 측정된 산란계수

[그림 3] 670 GHz 공통 베이스 증폭기[4] [그림 4] 570 GHz 발진기 칩 사진(0.74×0.55 mm2)[5]

반적으로 공통 베이스 증폭단의 안정도(stability)는 레이아
웃 기생성분에 따라 저하될 수 있는데, 용량성(capacitive) 교
차 결합(cross-coupled) 궤환 구조를 이용하여 증폭기의 안정
도를 개선하였다. 상단 접지면을 활용한 역 마이크로스트립
(invert microstrip) 전송선 구조를 이용하였는데, 하단 접지면
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 대비 접지면

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세 단의 공통 베이스 증
폭단을 스택(stack)하여 바이어스 전류를 공유한다. 전체 증
폭기는 12단 공통 베이스 증폭기의 다단 접속으로 이루어지
고, 6단 출력을 2:1로 팬아웃(fan-out)하여 출력 신호 경로의
개수를 증가시켰다. 최종 출력은 4개의 차동 출력 단자 출
력 전력을 합성하여, 단일 경로 증폭기 대비 전력을 4배 증
가시켰다. 제작된 증폭기의 이득은 550～620 GHz에서 20 dB 
이상이며, 최대 이득은 약 35 dB로 측정되었다. 약 455 mW
의 전력을 소모하며, 포화전력은 585 GHz에서 2.8 dBm으로
측정되었다.

2-2 신호원

2-2-1 570 GHz 기본 주파수 발진기[5]

570 GHz까지동작하는차동구조기본주파수(fundamental) 
발진기가 구현되었다([그림 4]). 제작된 발진기는 115 mW 
이하의 전력을 소모하며, 출력은 267 GHz와 573 GHz 발진
기에서 각각 —2.1 dBm, —19.2 dBm으로 측정되었다. 베이
스-컬렉터 바랙터를 이용한 300 GHz 발진기의 경우 약 12.3 
GHz의 주파수 조정이 가능하다. 부고조파(sub-harmonic) 동
작 주파수 변환기를 집적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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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칩 사진 (1.38×0.61 mm2)

(b) Block diagram

(c) 측정된 PLL 출력 스펙트럼

[그림 5] 300 GHz PLL[6]

(a) 칩 사진(0.52×0.46 mm2)

(b) 측정된 발진기 출력 스펙트럼

[그림 6] 300 GHz 교차 결합 발진기[7]

의 스펙트럼 분석기로 발진 주파수의 측정이 가능하게 하

였다.

2-2-2 300 GHz 위상동기회로(PLL)[6]

300 GHz 위상동기회로(Phase-Locked Loop: PLL)가 구현
되었다([그림 5]). 30 GHz의 기준 주파수 입력으로 동작하
며, 300 GHz 기본 주파수 발진기, 2:1 동적 주파수 분주기, 
부고조파 위상 검출기 및 능동 루프 필터 등의 구성 요소가

모두 하나의 칩에 집적되었다. PLL의 동작 주파수 및 출력
전력은 각각 300.76～301.12 GHz 및 —23 dBm으로 측정되
었다. 제작된 칩의 전력 소모는 301.6 mW이며, 100 KHz 옵
셋 주파수에서 측정된 위상잡음은 —78 dBc/Hz이다. 동일한

구조의 PLL 회로는 동작 주파수만 조정하여 통신용 RF 프
론트엔드 칩의 위상 동기 국부 발진기로 사용되었다[2],[12].

2-2-3 300 GHz 교차결합 기본주파수 발진기[7]

교차결합(cross-coupled) 구조의 300 GHz 기본주파수발진
기가발표되었다([그림 6]). 공통베이스(common-base) 발진기
를 교차 결합 구조로 구성하여 기존의 공통 에미터(common- 
emitter) 구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발진 주파수를 얻었다. 
305.8 GHz 고정 주파수 발진기 및 298.1～316.1 GHz 전압조
정발진기 등두 가지형태로구현하였으며, 측정된발진기의 
출력 전력은 각각 5.3 dBm, 4.7 dBm이다.

2-2-4 645 GHz 고조파 발진기[8]

2차 고조파 성분을 이용한 645 GHz 발진기가 구현되었다
([그림 7]). 공통 베이스 기반 교차 결합 발진기를[7] 이중 푸
쉬(push-push) 모드로 동작시키고, 출력 임피던스정합회로를 
통해 645 GHz의 2차 고조파 성분을 최대화 하였다. 발진 주
파수는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561.5～645.1 GHz로 가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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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칩 사진(0.375×0.372 mm2)

(b) 측정된 발진기 출력 스펙트럼

[그림 7] 645 GHz 고조파 발진기[8]

(a) 회로도

(b) 칩 사진(1.58×0.24 mm2) 

[그림 8] 529 GHz 동적 주파수 분주기[9]

며, 발진 출력은 최대 —17.4 dBm으로 측정되었다.

2-3 주파수 분주기

2-3-1 529 GHz 동적 주파수 분주기[9]

529 GHz에서 동작하는 동적(dynamic) 2:1 주파수 분주기
가발표되었다([그림 8]). 기존동적주파수분주기의동작주
파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이 이루어졌다. 첫째, 초단 공통 에미터 증폭단을 해당 주파
수에서 전력 이득이 더욱 큰 공통 베이스 단으로 교체하였

고, 둘째, 궤환 루프 상의 에미터 팔로워(emitter-follower) 역
시 공통 베이스 단으로 교체하였다. 측정의 편의를 위하여
약 20 dB의 이득을 가지는 공통 베이스 증폭기를 주파수 분
주기의 입력단에 집적하였다. 제작된 분주기는 196 mW의
전력을 소모하며, 동작 주파수 및 출력 전력은 각각 528.0～
529.2 GHz 및 —16～—9 dBm으로 측정되었다.

2-4 통신용 변복조 회로 및 RF 프론트엔드

2-4-1 300 GHz 대역 ASK 수신기[10]

300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ASK 수신기 칩이 구현되었
다([그림 9]). 수신용 다이폴 안테나, 고이득 증폭기, 포락선
검파기(envelope detector) 등의 수신기 회로가 하나의 칩에
집적되었다. 온 칩 안테나와 회로 간의 불필요한 간섭을 줄
이기 위하여 접지면을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 구조를

이용하였다. 수신기 칩은 283.8 mW의 전력을 소모하며, RF
와 기저 대역 동작 대역폭은 각각 30 GHz와 15 GHz로 측정
되었다. 제작된 수신기 칩과 24 dBi의 이득을 가지는 실리콘
렌즈를 이용하여 0.3 m 거리에서 12.5 Gbps 무오류(error-free) 
무선 전송 시연을 하였다.

2-4-2 300 GHz 대역 QPSK 변복조기[11]

300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QPSK 변복조기 칩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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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칩 사진(1.0×2.5 mm2)

(b) 수신기 출력 eye-diagram(12.5 Gbps)

[그림 9] 300 GHz 대역 ASK 수신기[10]

  

(a) 칩 사진(좌: 변조기, 우: 복조기, 1.12×0.88 mm2)

(b) 복조기 출력(50 Gbps)

[그림 10] 300 GHz 대역 QPSK 변복조기[11]

(a) 칩 사진 (1.01×1.303 mm2)

(b) 측정된 수신기 변환 이득

[그림 11] 300 GHz 대역 송수신기 RF 프론트엔드[13]

되었다([그림 10]). 커플러 및 밸룬(balun) 등의 수동 회로는
낮은삽입손실특성을갖는하단접지면기반마이크로스트

립을, 소자 밀도가 높은 Gilbert-cell 회로는 상단 접지면 기
반 마이크로스트립을 사용하였다. 제작된 변복조기를 이용
한 유선 back-to-back 환경에서 60 Gbps 전송 시연을 하였다.

2-4-3 300 GHz 대역 송신기 RF 프론트엔드[13]

300 대역 송수신기 RF 프론트엔드칩이 구현되었다([그림 
11]). 300 GHz 대역 RF 증폭기, 하향 주파수 변환기, IF 증폭
기로 구성된 수신 경로와 동일한 단위 회로로 이루어진 송

신 경로, 기본 주파수 국부 발진기 등이 모두 하나의 칩에
집적되었다. 수신기의 변환 이득 및 잡음 지수는 각각 26 
dB 및 12.0～16.3 dB로 측정되었다. 송신기의 변환 이득 및
출력 전력은 각각 25 dB 및 —2.3 dBm으로 측정되었다. 송
수신기의 3 dB 대역폭은 각각 20 GHz 및 19 GHz이며, 전력
소모는 각각 482 mW 및 452 mW이다.

2-4-4 600 GHz 대역 송신기 RF 프론트엔드[2],[12]

600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송신기 RF 프론트엔드 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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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칩 사진(1.95×0.7 mm2)

(b) 측정된 송신기 출력 스펙트럼

(c) 측정된 송신기 위상 잡음

[그림 12] 600 GHz 대역 송신기 RF 프론트엔드[2]

(a) 칩 사진(2.4×0.45 mm2)

(b) 측정된 수신기 변환이득 및 잡음지수

[그림 13] 600 GHz 대역 수신기 RF 프론트엔드[2]

구현되었다([그림 12]). 200 GHz 부고조파 국부 발진기[6], 부
고조파 주파수 상향기, 다단 전력증폭기[4] 등의 송신기 회로
가 하나의 칩에 모두 집적되었다. 200 GHz 국부 발진기는
PLL 형태로 구현되어 디지털 통신에 필수적인 정밀한 위상
및 주파수 제어가 가능하다. 소자 밀도가 높아서 접지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역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이 사용되었

다. 송신기는 1.08 W의 전력을 소모하며, 포화 출력은 —2.0 
dBm로 측정되었다. 100 kHz 옵셋에서의 출력 위상 잡음은
—75 dBc/Hz로 측정되었다.

2-4-5 600 GHz 대역 수신기 RF 프론트엔드[2]

600 GHz 대역수신기 RF 프론트엔드칩이발표되었다([그
림 13]). 저잡음 증폭기[3], 전압 조정 가능한 부고조파 국부
발진기[5], 부고조파 주파수 하향기 등의 회로가 하나의 칩에

집적되었다. 수신기 칩은 500 mW의 전력을 소모하며, 변환
이득 및 잡음 지수는 577 GHz에서 각각 19.7 dB 및 16 dB로
측정되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수년간 발표된 300～600 GHz 대역의
InP-HBT 기반 집적회로 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실용적인
테라헤르츠파 대역 응용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 테

라헤르츠파 대역 집적회로 칩 개발 외 고효율 안테나 기술, 
저손실 패키징 기술, 저전력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변환 기
술, 저전력 기저대역 신호처리 회로 기술 등의 개발이 필수
적이다. 테라헤르츠파 집적회로 및 관련 기술 분야의 진보
가 계속 이어지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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