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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패시터 크로스 커 링 방법을 이용한 5.2 GHz 역에서의

력 잡음 증폭기 설계

Design of a Low Power Capacitor Cross-Coupled Common-Gate 

Low Noise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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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TSMC 0.18 μ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력, 5.2 GHz 역 잡음 증폭기를 설계하 다. 

제안된 회로는 5.2 GHz 역 잡음 증폭기 설계를 해, 공통 게이트 구조를 이용하여 입력 정합을 하 다. 

입력 정합단에 캐패시터 크로스 커 링 방법을 사용하여 은 양의 류를 흘려 당한 이득을 얻었다. 추가

인 력 소비 없이 부족한 이득을 증가시키기 하여 류 재사용 방법을 이용하여 공통 게이트 증폭단 에

공통 소스 구조를 추가하 다. 류재사용단의 인덕터의크기를 이기 하여 캐패시터를 병렬로연결함으로

써 실효 인덕턴스 값을 증가시켜 인덕터의 크기를 다. 제안된 회로는 5.2 GHz 역에서 17.4 dB의 이득과

2.7 dB의 잡음 지수 특성을 갖는다. 잡음 증폭기는 1.8 V의 공 압에 해 5.2 mW의 력을 소비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low power capacitor cross-coupled 5.2 GHz band low noise amplifier(LNA) using the 

current-reused topology with the TSMC 0.18 μm CMOS process. The proposed 5.2 GHz band LNA uses a capacitor 

cross-coupled gm-boosting method for reducing current flow of circuit and a current-reused topology to decrease total 

power dissipation. The parallel LC networks are used to reduce size of spiral inductor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high gain of 17.4 dB and noise figure(NF) of 2.7 dB for 5.2 GHz.

Key words : Low Noise Amplifier, Capacitor Cross-Coupled Method, Current-Reused Topology, Parallel LC Net-

work

Ⅰ.   론      

최근 증가하는 휴 용 단말기에 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휴 용 단말기의 크기는

어들면서 휴 장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한 제

품들은 소비 력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고속 는 용량의 데이터를 송

할 수 있는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은 일

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

한 요구 사항을 해 비용으로 력 칩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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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할 수 있는 CMOS 공정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공정을 용한 단말기

의 RF 수신단에서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는

잡음 증폭기이다. RF front-end 첫 단에 치한 잡

음 증폭기는 잡음 특성, 높은 이득, 력, 입출

력 정합, 선형성을 만족해야 한다. CMOS RF 회로

설계에 있어 MOSFET은 일반 으로 낮은 트랜스 컨

덕턴스 때문에 높은 력 소모가 발생한다. 따라서

CMOS RF 회로 설계에 있어서 력 특성을 갖는

회로 설계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력 잡음 증폭기 구 을

해, 캐패시터 크로스 커 링 방법을 이용하여 입력

정합을 함으로써 류 소비를 다[1]. 한 류

재사용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류원으로 두 개의

증폭기를 작동시켜 회로 체의 력 소모를 최소화

하 다
[2],[3]. 류 재사용단에 사용된 인덕터의 크기

를 이기 하여 캐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하여 실효

인덕턴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작은 크기의 인덕터를

사용해 공진을 할 수 있었다[4].   

2장에서는 제안된 잡음 증폭기의 회로

력 구 에 해 보여주고, 3장에서는 시뮬 이션 결

과를 통해 제안된 잡음 증폭기의 효용성을 보여주

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 다.

Ⅱ.  잡  증폭  계

본 논문에서는 캐패시터 크로스 커 링 방법을

이용한 력, 잡음 증폭기를 설계하 다
[1]. 주

수 역은 WLAN에 용하기 하여 5.2 GHz 역

을 선택하 다. 제안된 회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입력 단에는 캐패시터 크로스 커 링 방법을 사용하

여 력 입력 정합을 구 하 고, 추가 인 력

소모없이 이득을 증가시키기 해 류 재사용 방식

을 사용하 다
[2],[3]. 류 재사용단의 공진을 한 인

덕터의 크기를 이기 하여 병렬 LC 회로를 사용

하 다
[4].

2-1 공통 소스 증폭  공통 게이트 증폭

의 

잡음 증폭기 설계 시에 고려할 요한 사항은

이득, 잡음 지수, 력 소모, 역방향 차단, 안정도, 선

그림 1. 제안된 력 잡음 증폭기

Fig. 1. Proposed low power LNA.

 

표 1. 잡음 증폭기의 장단 비교

Table 1.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LNA. 

라미터 공통 소스 증폭기 공통 게이트 증폭기

잡음 지수 장 단

유효 Gm 장 단

민감도 단 장

입력 정합 단 장

DC 력 단 장

역방향 차단 단 장

형성, 입출력 정합 특성이다.

공통 소스 증폭기는 인덕티 퇴화를 이용하여

입력 임피던스를 공진 주 수에 정합시킨다. 공통

소스 증폭기는 높은 이득과 낮은 잡음 지수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공통 게이트 증폭기는 이득은

낮고 비교 높은 잡음 지수 특성을 갖지만, 입력 정

합이 용이하고, 공통 소스 증폭기보다 PVT 변화에

덜 민감하여 선형성이 높다. 공통 소스 증폭기는

러 효과에 의해 공통 게이트 증폭기보다 역방향 차

단 특성과 안정도가 낮다. 표 1에 두 가지 기본 인

증폭기에 한 성질을 비교하 듯이 공통 게이트 증

폭기의 트랜스 컨덕턴스가 증가하고 잡음 지수가 감

소한다면 보다 효과 인 잡음 증폭기를 설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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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통 게이트 증폭기의 트랜스 컨덕턴스 증폭

방법

Fig. 2. Basic CGLNA stage with gm-boosting feedback 

amplifier.

 

있다
[1],[5]. 다음 에 증폭기의 트랜스 컨덕턴스를 증

가시키는 방법에 하여 설명되어 있다.

2-2 일 인 트랜스 컨덕 스 증폭 법

일반 으로 사용하는 공통 게이트 증폭기의 트랜

스 컨덕턴스는 ,m eff mi sG g R= =1/1/m eff mi sG g R= = 이다. 이를 증가시

키기 해 입력 정합 상태를 그림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MOS의 게이트단과 소스

단 사이에 —A의 이득을 갖는 반 증폭단을 연결하

여 주면 유효 트랜스 컨덕턴스는 ,m effG = (1(1 ) miA g+

으로 증가한다
[5]

. 유효 트랜스 컨덕턴스의 증가로 인

해 공통 게이트 잡음 증폭기는 이득과 잡음 지수

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2-3 캐 시  크로스 커 링 법  이용한 

공통 게이트 입 합

트랜스 컨덕턴스를 증가시키기 한 한 방법으로

차동 구조를 이용하는 캐패시터 크로스 커 링 방

법이 그림 3에 소개되었다[1]. 반 증폭값, A는 캐패

시터 압 분배 법칙에 따라
 

1

1

c

gsc gs

c

C
A

CC C

C

= =
+

+
(1)

 

으로 나타나고, 유효 트랜스 컨덕턴스는
 

,

2
( )gs c

m eff mi

gs c

C C
G g

C C

+
=

+ (2)
 

으로 나타난다.

그림 3. 캐패시터 크로스 커 링 방법을 이용한 공통

게이트 잡음 증폭기

Fig. 3. Capacitor cross coupling in a differential CG-

LNA.

 

c gsC C>> 이므로 A »1이고, ,m eff miG g»22m eff miG g» 이 된다. 

유효 트랜스 컨덕턴스가 증가함으로써 은 류 소

모로 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2-4 류 재사용 법

본 논문에서는 력 소모와 충분한 압 이득

을 얻기 하여 그림 4(b)와 같은 류 재사용 기법

을 사용하 다
[2],[3]. 회로 구성은 그림 4(a)에 주어진

2단 cascade 구조를 하나의 바이어스 류를 사용하

는 류 재사용 기법으로 치하여 직류 류가 흐

를 때, 같은 류원을 사용함으로써 력 소모를 최

소화 하 다. 

2-5 병  LC 회로

류 재사용단에는 공진을 해 인덕터가 사용된

  

(a)                  (b)

그림 4. (a) 2단 cascade 기법을 사용한 LNA, (b) 

류 재사용 기법을 사용한 LNA

Fig. 4. (a) Two stage cascade LNA, (b) current-reused 

L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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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병렬 LC 회로와 등가 회로

Fig. 5. Parallel LC network and its equivalent circuit.

 

다. 그러나 인덕터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해 사용하는 병렬 LC 회로를 그림

5에 나타냈다
[4]. 1ow w< 일 때, 병렬 LC 회로의 공진

주 수는 1 1 /o LCw = 이며, 임피던스(Z)는 RL 회로

로 구 될 수 있다.
 

d dZ j L Rw= + (3)
 

계산에 의해 인덕터 값은
 

2 2

11 1 ( / )
d

o

L L
L

LCw w w
» =

- - (4)
 

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작은 병렬 LC 회로는 큰

인덕턴스 Ld를 갖는 회로로 구 되어 은 공간을

사용하는 회로를 구 할 수 있다.

Ⅲ. 시뮬 이션 결과 

제안된 회로는 TSMC 0.18 μm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를 하 다. 회로의 결과 값들을 검증하고 산출

하기 해 Cadence RF Spectre를 사용하여 시뮬 이

션을 통하여 검증하 다. 그림 6은 제안된 잡음

그림 6. 제안된 잡음 증폭기의 입출력 반사 계수

Fig. 6. Input and output reflection coefficient of the 

proposed LNA.

증폭기의 입출력 반사 계수를 보여 다. 제안된 회

로는 캐패시터 커 링 방법
[1]
을 이용하여 트랜스 컨

덕턴스를 증가시킨 공통 게이트를 이용하여 입력 정

합을 하고, 류 재사용단에서 병렬 LC 회로[4]
를 사

용하여 신호를 5.2 GHz 역에 공진함으로써 일반

인 공통 게이트 증폭기보다 좀 더 역 특성을

갖도록 하 다. 출력단에 인덕터를 연결하여 기생

캐패시턴스와 공진을 일으켜 출력 정합을 하 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제안된 회로는 동작 주

수에 맞추어 최 의 입출력 반사 특성을 보이며, 반

사 계수는 —10 dB보다 작은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잡음 증폭기의 이득을 나타낸다. 제안

된 회로는 동작 주 수에서 정확한 입출력 정합을

그림 7. 제안된 잡음 증폭기의 이득

Fig. 7. Gain of the proposed LNA.

 

그림 8. 제안된 잡음 증폭기의 잡음 지수

Fig. 8. Noise figure of the proposed LNA.



캐패시터 크로스 커 링 방법을 이용한 5.2 GHz 역에서의 력 잡음 증폭기 설계

365

표 2. 제안된 력 잡음 증폭기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summary of proposed low po-

wer LNA and comparison to others.

Ref. [1] Ref. [3] This work*

Technology 0.18 μm 0.18 μm 0.18 μm

Frequency(GHz) 6 5.7 5.2

Gain(dB) 7.1 12.5 17.4

NF(dB) 3.0 3.7 2.7

S11(dB) —10 —15 —13.9

S22(dB) —7.3 —9 —16.8

IIP3(dBm) 11.4 —0.45 —7.6

Power(mW) 6.5 14.4 5.2

* 시뮬 이션 결과

이루고, 류 재사용 방법
[2],[3]
을 이용해 이득을 증가

시킴으로써 최 의 이득을 갖게 된다. 그림에서 보

여지듯이 제안된 잡음 증폭기는 동작 주 수에서

17.4 dB의 이득을 갖는다.

제안된 회로의 잡음 지수는 그림 8에 보여지고 있

다. 그림과 같이 제안된 잡음 증폭기는 동작 주

수에서 2.7 dB의 잡음 지수를 갖는다.

이 결과들을 통해 제안된 회로가 5.2 GHz 역에

하여 잡음 증폭기로써 동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는 제안된 력 잡음 증폭기의

성능과 다른 연구와의 비교가 정리되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차동 구조를 갖는 공통 게이트

구조에 트랜스 컨덕턴스를 증가시킴으로써 력

특성을 갖는 캐패시터 크로스 커 링 방법으로 입력

정합을 하고 류 재사용 방법을 사용하여 력

특성을 갖는 잡음 증폭기를 설계하 다. 류 재

사용단에 사용되는 인덕터를 병렬 LC 회로로 체

함으로써 실효 인덕턴스를 증가시켜 인덕터의 크기

를 다. 제안된 잡음 증폭기는 5.2 GHz 역에

서 17.4 dB의 이득과 2.7 dB의 잡음 지수를 갖고, 1.8 

V의 원 압을 사용하여 5.2 mW의 력을 소모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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