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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체 공진기 결합 구조 개선을 통한 상 잡음 압 제어

유 체 공진기 발진기 설계

Design of a Low Phase Noise Vt-DRO Based on Improvement 

of Dielectric Resonator Coupling Structure   

손범익․ 해창․이 ․염경환

Beom-Ik Son․Hae-Chang Jeong․Seok-Jeong Lee․Kyung-Whan Yeo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 체 공진기와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간의 결합 구조를 개선시켜 상 잡음을 갖는 압

제어 유 체 공진기 발진기(Vt-DRO: Voltage-tuned Dielectric Resonator Oscillator)를 설계, 제작하 다. 설계된 발

진기는 유 체 공진기, 상천이기, 증폭기로 구성된다. 발진기의 상 잡음은 공진기의 군지연과 하게

계되며, 이러한 계를 수식 으로도출하고, 이를 측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유 체 공진기와 마이크로스트

립라인간의 결합구조를조정하여 약 53 nsec의 높은 군지연을 갖도록 설계하 다. 각 부의 측정은 측정의 편의

성을 해웨이퍼 로 를 이용하 으며, 이를 하여각 부의 입출력 포트를 CPW(Coplanar Waveguide)로 설계

하 다. 각 부를 연결하여 측정한 S- 라미터는 개루 발진 조건을 만족하 다. 설계된 개루 의 입출력을 연

결하고폐루 로 구성하여 압제어유 체 공진기발진기를구 하 다. 측정 결과, 5.3 GHz의발진주 수에

서 상 잡음은 수식으로부터 도출한 값과 근사한, 100 kHz offset 주 수에서 －132.7 dBc/Hz를 얻었다. 이때

출력 력은 약 4.5 dBm, 기 주 수 조정 범 는 0～10 V의 조정 압에서 약 5 MHz를 보 다. PFTN- 

FOM(Power Frequency Tuning Normalized Figure of Merit)은 약 －31 dB를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Vt-DRO with a low phase noise, which is achieved by improving the coupling structure 

between the dielectric resonator and microstrip line. The Vt-DRO is a closed-loop type and is composed of 3 blocks; 

dielectric resonator, phase shifter, and amplifier. We propose a mathematical estimation method of phase noise, using 

the group delay of the resonator. By modifying the coupling structure between the dielectric resonator and microstrip 

line, we achieved a group delay of 53 nsec. For convenience of measurement, wafer probes were inserted at each stage 

to measure the S-parameters of each block. The measured S-parameter of the Vt-DRO satisfies the open-loop oscillation 

condition. The Vt-DRO was implemented by connecting the input and output of the designed open-loop to form a 

closed-loop. As a result, the phase noise of the Vt-DRO was measured as －132.7 dBc/Hz(@ 100 kHz offset frequ-

ency), which approximates the predicted result at the center frequency of 5.3 GHz. The tuning-range of the Vt-DRO 

is about 5 MHz for tuning voltage of 0～10 V and the power is 4.5 dBm. PFTN-FOM is —31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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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유 체 공진기는 품질 계수가 높고, 온도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가 어, 이를 이용한 발진기는 다

른 발진기에 비해 상 잡음 특성이 우수하고 발진

주 수의 온도에 따른 변화가 어 RF 통신시스템

에 빈번하게 용되어 왔다
[1]. 

개루 설계 방법을 통한 발진기의 설계 방법은

측정이 용이한 S- 라미터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통

해 발진기를 구성하는 각 부의 역할을 쉽게 악할

수 있으며, 상 잡음의 평가가 용이한 면이 있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해 개루 설계 방법을 용한

유 체 공진기 발진기의 설계 제작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2],[3]. 국내에서는 이러한 개루 설계 방법에

기 한 유 체 공진기 발진기 설계가 참고문헌 [4]

에서 발표된 바 있고, 이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참

고문헌 [4]에서는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발진기를

유 체 공진부, 상천이부, 증폭부의 폐루 연결

구조로 구성하고, 루 의 군지연과 압 제어 유

체 공진기 발진기의 기 주 수 조정 범 와의

계를 수식 으로 도출하고, 이것의 명확한 측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공진기의 군지연을

낮춰 기 주 수 조정 범 는 수십 MHz로 확장

되었으나, 기 주 수 조정 범 와 상 잡음은

서로 trade-off 계에 있어, 상 잡음 특성은 다소

그림 1. 폐루 구조 압제어 유 체 공진기 발진기
[4]

Fig. 1. Closed loop type voltage tuned dielectric resonator  

oscillator[4].

나빠지게 되었다. 한, 개별 부품 측정은 배면에

SMA 커넥터를 조립하여 사용하 다. 따라서 유 체

공진부, 상천이부, 증폭부 각각의 개별 부품의 성

능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발진기의 기본 구성은 참고문헌

[4]와 같이 구성하 으며, 참고문헌 [4]와 동일한

상천이부와 증폭부를 사용하 다. 그러나 개별 부품

측정에 있어 하단에 SMA 커넥터를 조립하여 사용

하는 것 신에, 본 논문에서는 측정의 편의성을

해 웨이퍼 로 를 이용하 으며, 이를 하여 발

진기 각 부의 입출력 포트를 CPW(Coplanar Wavegui-

de)로 설계하 다.  

한 참고문헌 [4]와 동일한 유 체 공진기를 사

용하 으나, 참고문헌 [4]에 기술되지 않은 공진기의

군지연과 상 잡음의 계를 수식 으로 도출, 

측하 다. 군지연이 클수록 설계된 발진기는 상

잡음을 갖게 되며, 이를 달성하기 해서는 유 체

공진부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유 체 공진기와 마이크로스트립 라인간 결합 구조

를 분석하여 참고문헌 [4]에 비해 20배 정도 높은 군

지연을 갖도록 설계하 다. 

이상과 같이 설계된 각 부를 연결하여 측정한 S-

라미터는 개루 발진 조건을 만족하 다. 설계된

개루 의 입출력을 연결하고 폐루 로 구성하여

압 제어 유 체 공진기 발진기를 구 하 다. 측정

된 상 잡음은 상 상 잡음과 근사한 수치를 얻

었다. 이를 통해, 높은 군지연 특성을 갖는 유 체

공진기 결합 구조 설계 방법과, 군지연으로부터

상 잡음을 수식 으로 도출하는 방법의 타당함을 검

증하 다. 한, 참고문헌 [4] 상용 제품과의 비교

를 통해 제작된 발진기가 우수한 상 잡음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 다.

Ⅱ. 상 잡  발진 의 계

2-1 군지연과 상 잡

폐루 발진기의 루 군지연은 발진기를 구성하

는 소자들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군지연의 합으로 나

타난다. 이 공진부의 군지연이 가장 우세하여 루

체의 군지연은 공진부의 군지연과 근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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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게 된다. 이때 루 군지연은 식 (1)에 나타난 바와

같이품질 계수()와 비례 계에있다. 한, Leeson 

식 (2)와 같이 품질 계수()가 높을수록 상 잡음

은 낮아진다. 따라서 루 군지연( )이 높을

수록 품질 계수가 높아지고, 발진기의 상 잡음은

낮아지게 된다
[5],[6]. 

 

   (1)
 

  log



 




 



 (2)

 

그러므로 높은 루 군지연을 갖도록 설계된 폐

루 발진기는 상 잡음을 갖는다. 여기서 은

offset 주 수, 는 심 주 수를 나타내며, 와 

는 발진 출력 증폭부의 잡음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압 제어 유 체 공진기 발진기의

상 잡음 도출을 한 주요 설계 목표는 높은 군지연

을 갖는 공진부 설계가 된다. 

식 (2)에서 발진기의 상 잡음에 실제 으로 가

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는 공진부의 품질 계수()이

다. 따라서식 (2)에서 를 제외한 변수  , , 의

상 잡음에의 향은 비례 계수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만 다르고 나머지 부품을 같은 부품으로 사

용할 경우 비례 계수는 동일하므로, 상 으로

상 잡음의 개선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참고문헌 [4]

에서 제작된 발진기와 본 연구에서 제작될 발진기의

 ,  , 가 같다고 가정하면 식 (1)에서 보인 와

의 비례 계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은 계식을

세울 수 있다.
 

 log
  (3)

 

이는 참고문헌 [4]와 본 연구의 증폭부와 상천

이부의 구성이 같고, 공진기 결합 구조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품질 계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능

하다. 과 은 각각 참고문헌 [4]에서의 상 잡

음(－104 dBc/Hz @ 100 kHz offset)과 군지연(2.45 

nsec)을 나타내며, 이 식에 설계한 공진부 군지연

()을 입하면 제작할 발진기의 상 잡음()을

측할 수 있다.  

  log
  (4)

그림 2. 군지연에 따른 상 잡음 변화

Fig. 2. Phase noise variation with group delay.

 

식 (4)는 참고문헌 [4]의 측정값을 입한 식이다. 

그림 2에 식 (4)를 바탕으로 한 군지연에 따른 상

잡음의 변화를 보 다. 50 nsec 이상의 군지연(약 20

배 정도의 군지연 개선임)을 갖는 공진부를 설계한

다면, 제작한 발진기가 －130 dBc/Hz(@ 100 kHz 

offset frequency) 이하의 상 잡음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지연 50 nsec 이상

을 갖는 유 체 공진부를 설계하고, 이를 이용, 유

체 공진기 발진기를 제작하여 성능을 검증하려고

한다.

2-2 공진부 계

그림 3에 Ansoft사의 3D simulation tool인 HFSS를

이용한 공진부 구조를 보 다. 사용된 기 은 RT/ 

Duroid 4350(=3.66, H=30 mil)이다[7]. 앙에 공진

기(=37.7, Qunloaded
=7,500 @ 7 GHz)[8]

가 치하

며, 상단에는 공진 주 수 조 을 한 고정된 조정

나사인 tuner가 치한다. 공진기 하단에는 spacer(= 

4.28)
[9]
가 공진기를 지지하고 있다. Spacer는 마이크

로스트립 라인에서 공진기로 여기되는 자계를 수직

으로 통과시켜 기생 공진을 없애고, 공진기의 온도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공진부는 공진기의

방사 손실을 막고 tuner를 고정하기 해 속 차폐

(metal enclosure) 되어 있으며, 그림 3(b)와 같이 알루

미늄 벽(metal wall)이 공진기와 외부 바이어스 회로

사이에 치한다. 이는 공진기는 차폐시키면서, 동

시에 웨이퍼 로 를 근시켜 개별 측정이 가능하

도록 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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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유 체 공진부 구조

          (a) Structure of dielectric resonator 

               (b) 측면도

               (b) DR side view

그림 3. 공진부 시뮬 이션 구조

Fig. 3. Simulation structure of resonator. 

 

공진부의 군지연은 주로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사

이의 거리(D)와 공진기 심으로부터 라인의 연장길

이(L)에 따라 변화한다.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의 폭

역시 군지연을 변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하나, 이를

변화시킬 경우, 이미 설계된 상천이부, 증폭부와

의 부정합으로 반사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50 ohm 

임피던스 폭인 1.64 mm로 고정되었다. 

그림 4에 시뮬 이션 결과를 보 다.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높은 군지연을 갖는 공진부 설계 치수

를 결정하 다. 

그림 4(a)에서 설계 라미터 D L의 변화에 따

른 군지연의 변화를 보 다. 거리 D가 증가함에 따

라 군지연이 증가하고, L=7 mm 근처에서 가장 낮다. 

이는 공진기와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사이의 커

링 양에 계된다. 거리 D가 증가하면서 군지연이

증가하는 이유는 마이크로스트립 라인과 공진기 사

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결합도가 작아져 커 링되

(a) 설계 라미터 가변에 따른 군지연의 변화

(a) Group delay variation with tuning parameter

(b) 설계 라미터 가변에 따른 반사 손실의 변화

(b) Return loss variation with tuning parameter

  

(c) 설계 라미터 가변에 따른 삽입 손실의 변화

(c) Insertion loss variation with tuning parameter. 

그림 4. 공진부 시뮬 이션 결과

Fig. 4. Result of resonat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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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공진기와 마이크로스

트립 라인 사이의 결합도가 작아지면 품질 계수()

가 커지고 군지연은 증가하게 된다. 

길이 L에 따른 군지연 변화는 류의 정재 형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의 끝단

이 개방이므로 끝단으로부터 길이가 1/4 장이 되

는 길이(L=7.4 mm)에서 P 의 임피던스는 단락되고

류는 최 가 된다. 따라서 커 링되는 자계가 최

가 되고 군지연은 최소가 된다. 그러므로 1/4 장

길이인 L=7.4 mm를 심으로 L값이 커지거나 작아

질 경우 P 의 류는 감소하며, 커 링되는 자계

역시 감소하여 군지연은 증가하게 된다.

그림 4(b)에 반사 손실의 변화를 보 다. 그림 4(a)

의 군지연 결과와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이는 손실

이 커지는 구조로 갈수록, 공진기와 라인간의 부정

합으로 커 링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분 력은

coupling되어 달되지 않고 반사되게 된다. 그림

4(c)에 보인 삽입 손실의 변화 역시 이 같은 이유와

동일하다. 따라서 실제 제작 시 반사 손실이 －10 dB 

이하, 삽입 손실이 －3 dB 이내로 나타날 범 에서

가장 높은 군지연을 갖는 설계 라미터를 선택하

다. 이때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사이의 거리(D)는 9 

mm, 공진기 심으로부터 라인의 연장길이(L)는 6 

mm, 군지연은 53 nsec이다. 군지연만 개선하기 해

서 더 높은 손실을 감수할 경우, 1) 발진기를 구성하

는 각부의 부정합이 심각해지고, 2) 증폭부의 이득이

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으로 앞

서 언 한 군지연 53 nsec을 선택하 다.

표 1. 공진부 설계 라미터에 따른 발진기 성능

측

Table 1. Prediction of oscillator performance with pa-

rameters of resonator.

구분 값

 5.3 GHz

D 9 mm

L 6 mm

Group delay 53 nsec

   3.7 MHz

Phase noise

(100 kHz offset) 
 —130 dBc/Hz

이때의 설계 라미터와 식 (4)을 이용한 상

상 잡음, 참고문헌 [4]의 수식을 이용한 기 주

수 조정 범 ()를 표 1에 보 다. 참고문헌 [4]에

비해 상 잡음은 약 26 dB 개선되며, 반면 주 수

조정 범 는 약 1/20로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체 공진  발진  작 및 측  결과

그림 5(a)에 설계된 공진부를 바탕으로 유 체 공

진기 발진기 layout을 보 다. 공진부, 상천이부, 

증폭부가 폐루 구조를 이루고 있다. 심 주 수

5.3 GHz에서 상의 합이 360도의 정수배가 되도록

라인 길이가 조정되었다. 참고문헌 [4]와의 비교를

해 상천이부와 증폭부의 구성은 참고문헌 [4]를

(a) 개루 S- 라미터 측정을 한 layout

(a) Layout for measurement of open-loop S-parameter

(b) On wafer probe tip에 응하는 CPW 구조

(b) On wafer probe tip to CPW(coplanar waveguide) 

그림 5. DRO layout 개별 부품 측정 구조

Fig. 5. DRO layout and measurement structure of each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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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별 부품 측정을 한 지그 구조(37×62×22

mm3)

Fig. 6. Jig structure for each stage measurement(37×

62×22 mm3).
 

따른다. 다만 웨이퍼 로 를 이용한 측정을 해

공진부, 상천이부, 증폭부의 입출력 포트에는 각

각 측정을 고려한 CPW 구조가 용되었으며, 개별

측정을 해 각 부는 격리되어 있다. 그림 5(b)에 측

정부분을 확 하여 웨이퍼 로 를 이용한 측정 모

습을 보 다. 각 부품은 Agilent사의 N5230A 회로망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공진

기를 차폐함과 동시에, 측정을 한 웨이퍼 로

를 근시킬 수 있는 그림 6과 같은 구조의 jig가 사

용되었다. 각 부품의 측정이 끝날 때마다 그림 5(b)

의 끊어진 신호선 부분이 0 ohm 항으로 연결된다. 

모든 부품의 측정이 완료되면 유일하게 0 ohm 항

이 연결되지 않은, 그림 5(a)에 표시된 선 부분에

서(이것이 그림 5(b)에 확 되어 있음.) 개루 측정

이 이루어진다. 

그림 7에 개루 측정 결과를 보 다. 이때 주

수 조정을 해 사용되는 상천이기의 조정 압은

주 수 조정 범 의 앙값이 되도록 6 V로 설정하

다. 5.3 GHz 심 주 수에서 의 크기가 0 dB 

이상이고, 상이 0°이므로 발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루 측정이 완료되면, 개루

측정 지 을 0 ohm 항으로 연결하고, 발진기를 폐

루 로 구성한다. 제작된 폐루 구조의 발진기를

그림 8에 보 다. 

그림 9에 Agilent사의 E5052A 신호원 분석기를 이

그림 7. 측정된 체 개루 S- 라미터

Fig. 7. The measured total open-loop S-parameter.

 

그림 8. 제작된 유 체 공진기 발진기(44×72×22 mm3)

Fig. 8. Fabricated dielectric resonator oscillator(44×72× 

        22 mm3).
 

용한 발진기 측정 결과를 보 다.

그림 9(a)는 기 주 수 조정 범 를 측정한

것으로 0～10 V 조정 압에서 약 5 MHz의 조정 범

를 보인다. 그림 7에 보인 개루 측정 결과와 6 

V 조정 압시의 심 주 수에서 2 MHz 정도의 차

이가 있다. 이것은 폐루 구성 시 추가된 0 ohm 

항으로 약간의 상차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림 9(b)는 상 잡음 특성으로 100 kHz의 offset 

주 수에서 －132.7 dBc/Hz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

는 표 1에서 측한 결과와 근 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 잡음과 군지연의

계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c)는 조정 압이 변할 때, 일정 주 수

offset에서의 상 잡음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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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 수 조정 특성

            (a) Frequency tuning characteristic 

              (b) 상 잡음 특성

              (b) Phase noise characteristic

           (c)  에서의 상 잡음 특성

           (c) Phase noise characteristics at 

그림 9. 폐루 측정 결과

Fig. 9. The measured closed-loop.

 

압이 변하면서 발진 주 수가 변화하더라도 상

잡음이 평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천이기를 사

표 2. 성능 비교

Table 2. Comparison between this work and market 

products.

제품
 

[GHz]

⧍

[MHz]

Phase noise 

(100 kHz 

offset)

[dBc/Hz]

PFTN

[dB]

본 연구 5.3 5 －132.7 －30.86

참고문헌 [4] 5.3 82 －104 －35.26

Herley사

(series DRO)[10] 5 12 －125 －38.65

LUCIX사

(LO-052-F2B)[11] 5.25 1.79 －123 －55.26

용하여 발진 주 수를 조정하는 방법의 장 으로, 

발진 주 수가 변화하더라도 품질 계수()가 일정

하기 때문이다.

출력 력은 조정 압 6 V에서 약 4.5 dBm이 측

정되었다.  

표 2에 본 연구와 참고문헌 [4]의 압 제어 유

체 공진기 발진기, 상용제품의 성능을 보 다. 본 연

구와 참고문헌 [4]의 발진기 성능 비교를 통해 공진

부 커 링 구조 변경에 따른 성능 변화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작된 발진기가 참고문헌

[4]에 비해 주 수 조정 범 는 1/15 정도로 었지

만, 상 잡음은 약 28 dB가 개선 음을 알 수 있다. 

한, 본 연구의 발진기 성능과 시 되고 있는 상

용 제품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PFTN-FOM(Power 

Frequency Tuning Normalized Figure of Merit)값을 각

각 계산하여, 여타 발진기들과 본 연구에서 제작

된 발진기의 인 성능 비교를 하고자 하 다. 

PFTN은 dB 단 로 표 되며, 식 (5)에 나타내었

다
[12]. 
 

 log




 

 





(5)
 

여기서 는 볼츠만 상수, 는 상온에서의 온

도, 는발진기에서소모된 체 DC 력, 은

기 주 수 조정 범 , 은 offset 주 수, 

은 상 잡음을 의미한다. 즉, PFTN은 상 잡음과

주 수 조정 범 를 모두 고려한 발진기 성능 지표

로 그 값이 클수록 발진기의 성능이 좋다. 식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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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본 연구에서 제작된 압 제어 유 체 공

진기 발진기의 PFTN은 약 —31 dB로 참고문헌 [4]에

비해 약 4 dB 정도의 개선을 보인다. 한, 상용 제

품과의 PFTN 값 비교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작된 발

진기가 상당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논문에서는 높은 군지연 특성을 갖는 유 체 공

진기의 결합 구조를 이용하여 상 잡음을 갖는

압 제어 유 체 공진기 발진기를 설계, 제작하

다. 제작된 발진기가 가능한 낮은 상 잡음을 갖도

록, 공진기와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사이의 결합 구

조 분석을 통해 높은 군지연을 갖는 공진부를 설계

하 다. 한, 공진부, 상천이부, 증폭부의 입출력

포트를 CPW 구조로 설계하고, 측정용 jig를 따로 제

작하여 웨이퍼 로 를 이용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제작된 발진기는 개루 S-parameter 측정

결과, 발진 조건을 만족하 다. 폐루 측정 결과, 

주 수 조정 범 는 0～10 V 조정 압에서 약 5 

MHz, 출력 력은 약 4.5 dBm을 보 다. 상 잡음

은 100 kHz의 offset 주 수에서 －132.7 dBc/Hz로 측

정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공진부의 군지연을 통해

상 잡음을 명확하게 측하는 방법의 타당함을 검

증하 고, 제작된 압 제어 유 체 공진기 발진기

의 우수한 상 잡음 특성을 확인하 다. 한, PF-

TN 역시 약 —31 dB로 참고문헌 [4] 시 되고 있

는 상용 제품들보다 우수함을 보 다. 그러나 우수

한 상 잡음 특성을 달성하 지만, 동시에 이와

trade-off 계에 있는 기 주 수 조정 범 는 좁

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응용 시스템의 상 잡음뿐

만 아니라 채 역폭 상 잠 까지 고려하여

발진기를 설계해야 하는 문제는 여 히 남아 있으

며, 향후 이러한 trade- off 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

법이 고안된다면 더욱 우수한 고성능 발진기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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