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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항공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지상국 수신기 전단부 저잡음 증폭기 설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국제 표준 문서와 기존 제품의 성능을 고려하여 수신감도, 신뢰성 등이 경쟁력 있게 전체 시스템을 링크 
버짓 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저잡음 증폭기를 얻기 위해 이득, 이득 평탄도, 반사손실 등을 최적이 되도록 설계 규격
을 결정하였다. 설계시 저전력, 저잡음, 고이득 특성에 적합한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하였으며, 최적 설계 후  실시한 
모의실험 결과로 이득은 16.24dB, 잡음지수는 0.36dB, 입출력 반사손실은 각각 -18dB와 -28dB, 주파수 안정도는 
1.11을 얻었고, 제작 후 측정 결과는 이득 17dB, 잡음지수 0.51dB, 이득 평탄도 0.23dB, 입출력 반사손실은 각각 
-18.28dB, -24.50dB로 전체 시스템 구성에 적합한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next-generation air surveillance system and investigates how to design of front-end low 
noise amplifier of the ground station receiver.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docum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existing products, the study conducts the link budget on the entire system so that it can be competitive 
in terms of receive sensitivity or reliability. To obtain a proper low noise amplifier, standards of design are decided so 
that such factors as gain, gain flatness, and reflective loss can be optimal. In its design, the bias circuit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low power, low noise, or high gain was buil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conducted after the optimal design, its gain was 16.24dB, noise factor was 0.36dB, input-output reflective loss was 
-18dB and -28dB each, and frequency stability was 1.11. According to the results measured after the design, its gain 
was 17dB, noise factor was 0.51dB, gain flatness was 0.23dB, and input-output reflective loss was -18.28dB and 
-24.50dB each, so the results gained were suitable for building the overall system.  

키워드 : 저잡음 증폭기, 자동종속감시방송시설, 다변측정감시, 항공 감시시스템

Key word : LNA, ADS-B(Automatic Dependant Surveillance-Broadcast), MLAT(Multilateration), Aeronautical Surveill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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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 교통의 발전에 기여한 레이더는 1934년 미 해

군 연구소(L.H Hyland Naval Research Laboratory)의 

R.M. Page에 의해서 최초로 항공기 탐지를 성공[1]한 

후 약 8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술들

이 획기적으로 개발되었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레
이더는 항공기와 항공기 간 및 공항 기동 지역 내의 항

공기와 장애물간 충돌방지,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 

유지와 항공기가 안전, 신속, 정확하게 운항할 수 있도

록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필수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

지만 지상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지형 장애물

에 의한 전파도달거리 한계, 식별코드의 부족 및 낮은 

데이터 갱신율 등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처리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운송산업

의 발전과 함께 항공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

스템과 개념들의 출현 및 국제항공산업의 향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위성과 데이터링크 통신

을 이용하는 CNS/ATM (Communications, Navigation, 
Surveillance/Air Traffic Management)의 개념과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3년 제11차 항공항행회

의에서는 ATM 운영개념 구성요소 중 중요한 수단으로

서 사용될 차세대 항공감시시스템인 자동종속감시방송

시설 (ADS-B ; Automatic Dependant Surveillance–
Broadcast)의 이용개념을 채택하여 각국의 연구를 장려

하였고, 효율적인 항공안전과 공역의 용량 증가를 향상

하는 전 세계적인 ATM 운영개념을 수행하는 시설로 

인정하게 되었다. 
ADS-B는 전용 무선 데이터링크를 통하여 항공기 또

는 지상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지상차량에서 자신

의 정보(위치, 고도, 속도 등)를 주기적으로 방송하는 기

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공역 이용의 개선, 운고/시정 등 

기상제한사항 감소, 조종사의 조종실 상황인식, 지상감

시 및 충돌관리 개선 등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2]. 최근에는 ADS-B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GNSS 안전성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차세대 감시시

스템으로 다변측정감시(MLAT ; Multilateration) 시스

템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차세대 항공 감

시시스템이라고 하는 ADS-B와 MLAT는 수신기 신호

처리부의 성능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단부의 기능과 

성능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항공 감시시스템을 위한 1090 

MHz 대역 저잡음 증폭기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
를 위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분석과 각종 국제 표준 기

술기준 등을 바탕으로 ADS-B 1090ES 수신기 전단부

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모든 회로는 ADS(Advanced Design Sys tem) 

툴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

과 측정 및 성능 분석을 진행하였다. 

Ⅱ. 항공 감시시스템항공 감시시스템

2.1. 기존 감시시스템

최근까지 항로, 공항 주변 및 공항 내 지상이동 지역

의 항공기 감시는 항공교통의 안전성, 효율성 및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항행안전시설인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더는 일차/이차감시레이더(PSR/ SSR), 지
상감시레이더(SMR)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3], 이러

한 시스템은 위치오차 및 악기상에 의한 이동 물체 탐

지의 어려움이 있고 설치/운용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며 

특히, 산악/장애물에 의한 전파차폐로 레이더 감시 사

각지대가 발생된다. 그림 1과 그림 2는 기존의 감시시

스템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1차 감시레이더 기본 개념도

Fig. 1 The basic concept map of the 1st surveillance radar

그림 2. 2차 감시레이더 기본 개념도

Fig. 2 The basic concept map of the 2nd surveillanc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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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세대 감시시스템

현행 레이더의 성능 한계로 안전 확보와 더 많은 교

통량의 수용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새

로운 첨단 감시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

두되고 있으며, 차세대 감시시스템으로 자동종속감시

방송(ADS-B) 시스템과 다변측정감시 시스템(MLAT)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향후에는 현재의 레이더기반 감시시스템이 MLAT
와 ADS-B 감시기술이 융합된 항공감시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4]. 그림 3과 그림 4에는 차세대 감시시스템

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5]. 

그림 3. ADS-B 운용개념도

Fig. 3 The concept map of ADS-B operation

그림 4. 다변측정감시시스템(MLAT) 개념도

Fig. 4 The concept map of the MLAT system

Ⅲ. ADS-B 1090ES용 LNA 설계 및 제작

3.1. ADS-B 수신기 성능

ADS-B 장비는 세 가지의 클래스가 있다. 송수신이 

가능한 장비로 항공기와 차량에 탑재되는 클래스 A, 송
신만 가능한 장비로 항공기와 차량에 탑재되는 클래스 

B 및 수신만 가능한 장비로 지상국에 설치 가능한 클래

스 C로 구성된다. 
ADS-B 클래스 A의 수신 서브시스템은 파라미터 설

정 및 감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6].

표 1. ADS-B 클래스 A 수신 장비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 of ADS-B Class A receiver equipment

클래스
최소

수신감도
운용 예

최소 메시지
요구 능력

A0
(기본 VFR) -72dBm 시각획득 지원

공항 지상감시
상태벡터 보고
모드상태 보고

A1
(기본 IFR) -79dBm

A0 수용
충돌 방지 
동시 접근

A0 수용
공중 참조 속도 

보고

A2
(향상) -79dBm

A1 수용
분리 보증 
및 순서

A1 수용
표적상태 보고
궤도수정 보고 

(예비)

A3
(확장) -84dBm

A2 수용
비행경로 

충돌방지 계획
A2와 동일

3.2. ADS-B 1090ES 수신기 설계

본 논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설계 사양은 기존 제품

의 수신기 성능과 RTCA DO-260B 기술 문서의 최소 

성능 표준을 참고하여 기존 ADS-B 수신기 보다 잡음지

수 감소와 수신감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성능 목표를 

정했다. 
그림 5에 수신기 전단부의 시스템 버짓을 나타내었

다. 시스템 버짓 시 항공기 CLASS중 ADS-B 송신출력

이 가장 낮은 등급인 A0의 송신출력 70W로 송신된 신

호를 250NM 떨어진 위치에서 수신이 가능 하도록 하

였다. 설계 시에 수신감도에 대한 마진은 대략 7dB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10 : 2273~2280, Oct. 2013

2276

그림 5. 수신기 전단부 버짓

Fig. 5 The receiver’s front end budget

3.3. LNA 설계

수신기 전단에 사용되는 저잡음 증폭기의 최소 요구

사항에 적합하도록 동작 주파수는 1090MHz ± 1MHz, 
잡음지수는 0.7dB 이하, 이득은 15dB 이상, 이득 평탄도

는 1.0dB 이내, 입출력 반사손실은 각각 -18dB 이하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수신기 저잡

음 증폭기의 성능 목표는 표 2와 같다. 수신기 전단부는 

수신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낮은 잡음지수와 이득, 그
리고 낮은 입출력 반사계수 특성을 만족하도록 설계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신기의 목표성능을 분석하여 적절한 저잡음 

증폭기 회로를 도출하였다. 바이어스와 안정도를 고려

해 입출력 정합 시 최소잡음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부
족한 이득을 보상하기 위해 이득을 최대화 하였다.

표 2. 제안된 저잡음 증폭기의 성능 목표

Table. 2 The performance goal of the low noise amplifier 
suggested

설계 파라미터 사 양 단 위

동작 주파수 1,090 ± 1 MHz

잡음지수 < 0.7 dB

이 득 > 15 dB

이득 평탄도 < 1.0 dB

입력 반사손실 계수 < -18 dB

출력 반사손실 계수 < -18 dB

OIP3 31.531 dB

 이는 전체 시스템에서 첫 단의 잡음 특성이 시스템 

전체의 잡음특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7]. 또한 설계 

회로의 성능 검증을 위해 RF 및 마이크로웨이브 회로 

설계를 위한 Agilent사의 ADS (Advanced Design 
System) 툴을 사용하여 검증했다. 그림 6과 그림 7에 각

각에 대한 이득, 반사계수 및 입출력 반사계수의 모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6. 이득 및 반사계수의 모의실험 결과

Fig. 6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on input-output reflection 
coefficients 

그림 7. 입출력 반사계수 모의실험 결과

Fig. 7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on gain and reflec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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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LNA 제작

1090ES 수신기용 저잡음 증폭기 제작은 3.2 절에서 

진행한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이

용하여 구현하였다. 
제작된 PCB는 입력 전송 선로의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비유전율(Dielectirc Constant)이 3.5이고 손

실 탄젠트(loss tangent)가 0.003, 두께가 0.762 mm인 

Taconic사의 RF 35 Teflon 기판을 사용하였으며, 제작

된 크기는 60×60 mm 이다. 그림 8에 PCB에 부품이 실

장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최적화된 PCB 회로의 안정

화를 위하여 기구적으로 차폐를 하였다. 

그림 8. 제작된 저잡음 증폭기

Fig. 8 The low-noise amplifier designed

Ⅳ. 측정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제작한 저잡음 증폭기를 검증하기 위해 

성능을 측정하고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능 측정에

는 Agilent사의 4438C 신호발생기와 N9030A 스펙트럼 

분석기, 8357A 네트워크 분석기, N8975A 잡음지수 분

석기 및 N4000A 잡음센서를 이용하였다. 그림 9는 평

탄도 및 이득을 측정한 결과로 1090MHz에서 17dB 이
상의 이득과 0.23dB 이하의 이득 평탄도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이득 평탄도는 통과 대역 주파수와 반응의 변

화량으로 1dB 미만으로 요구되며 전체 시스템 이득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10은 입력 반사손실 측정 결과로 18.28dB의 특

성을 나타냈으며, 모의실험 결과 주파수 안정도 K가 

1.11 이상일 때 입력 반사손실이 –18.06dB 이므로 성

능 목표를 만족하였다.

그림 9. 저잡음 증폭기의 평탄도와 이득의 측정 결과

Fig. 9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flatness and gain 
for the low noise amplifier

그림 10.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 반사손실 측정 결과 

Fig. 10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Input return loss 
for the low noise amplifier

그림 11은 출력 반사손실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24.50dB로 모의실험에서 얻은 -28.32dB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전송선로의 불연속 및 커플링 현

상으로 신호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고주파에서 집중 

정수 소자 자체의 허용오차 때문일 수 있다. 또는 PCB 
제작 시 에칭의 오차에 의한 전송선로 특성 변화와 납

땜에 의한 오차로 측정결과가 모의실험 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 수신기 설계 시 설

정했던 수신기의 목표치 -18dB는 만족하는 결과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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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저잡음 증폭기의 출력 반사손실의 측정 결과

Fig. 11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Output return loss 
for the low noise amplifier

그림 12는 잡음지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1090 MHz에서 0.51dB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작

된 수신기의 잡음지수 측정 결과가 모의실험에서 얻은 

잡음지수 0.36dB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잡음지수는 입

력 반사손실과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입력 반사손실 

S11을 -18dB이상으로 만족하도록 정합한 결과 0.51dB
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최초 수신기 설계 

시 설정했던 수신기의 잡음지수 목표치인 0.7dB 이하

를 만족하였다.

그림 12. 저잡음 증폭기의 잡음지수 측정 결과

Fig. 12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noise figure chara- 
cteristic for the low noise amplifier

그림 13은 OIP3(3rd Order Intercept Point) 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두 채널 간의 간격은 1 MHz, 입력 신호의 

크기는 능동 소자 ATF-34143의 등가회로와 비교하기 

위하여 5dBm으로 설정하였다. 측정결과 입력 신호의 

크기는 5dBm에서 혼변조 왜곡 IMD(Intermodulation 
Distortion)가 -53.3dB이므로, OIP3 계산 수식에 의하여 

약 31.6dBm을 얻는다. 제작된 수신기의 OIP3 측정 결

과는 사용된 능동 소자 ATF-34143의 OIP3값 31.531 
dBm을 만족한다.

그림 13. 저잡음 증폭기의 OIP3 특성 측정 결과

Fig. 13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OIP3  characteristic 
for the low noise amplifier

표 3은 제작된 저잡음 증폭기의 측정 결과이다. 목
표 대비 잡음지수는 0.2dB, 이득은 2dB, 이득 평탄도는 

0.77dB, 입력 반사계수는 0.28dB, 출력 반사계수는 

6.5dB의 향상되었다. 

설계 파라미터 목표치 모의실험 결과 측정 결과

동작 주파수 1,090 ± 1 1,090 ± 1 1,090 ± 1

잡음지수 < 0.7 0.36 0.51

이 득 > 15 ± 1 16.24 17

이득 평탄도 < 1.0dB - 0.23

입력 반사손실 
계수

< - 18 -18.06 -18.28

출력 반사손실 
계수

< - 18 -28.33 -24.50

OIP3
※ATF-34143 

소자 측성
31.531 - 31.6

표 3. 측정 결과 요약

Table. 3 The summaries of measurement results

제작된 수신기의 잡음지수 및 출력 반사손실 계수는 

모의실험 결과 보다는 다소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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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사양은 모두 만족하였다. 이는 모의실험에서 고려

하지 못했던 커넥터 및 소자 특성과  전송선로의 불연

속 및 커플링 현상, 고주파에서 집중 정수 소자, PCB 제
작 시 에칭의 오차에 의한 전송선로 특성 변화와 납땜

에 의한 오차로 측정결과와 모의실험 결과가 차이를 나

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득 및 이득 평탄도, 입력 반사손실, OIP3는 모의실

험결과를 만족하는 동시에 목표사양을 만족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항공안전과 공역의 용량 증

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항공 감시시스템인 자동

종속감시방송시설(ADS-B) 송신기를 장착한 항공기의 

정보를 수신 받기 위한 1090 MHz 수신기에 사용 가능

한 저잡음 증폭기에 대한 설계와 구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계한 항공 감시용 ADS-B 1090ES 수신기의 전단

부는 저잡음 증폭기와 주파수 혼합기로 구성되어 있고, 
Avago사의 ATF-34143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저잡음 

증폭기를 설계하였다. 선행과정으로 ADS -B 1090ES 
수신기의 최소성능표준안을 분석하고 시스템 버짓을 

하여 각 블록의 성능을 결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수신기 전단부의 이득과 잡음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

해 동작점을 저전력, 저잡음, 고이득 특성을 내도록 선

택하여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하였다.
회로 설계는 Agilent사의 모의실험을 위한 ADS 툴을 

이용하여 모의실험 및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실
제 PCB 설계 시 적용되어지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와 

제조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

도록 하였다. 저잡음 증폭기의 경우 저전력화를 위하여 

매우 낮은 전류로 구동하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였으

며, 입력과 출력 정합회로는 잡음, 이득 그리고 선형성

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용 주파수 

이외의 저주파는 물론 충분한 고주파에서도 발진요소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6 GHz까지 모의실험을 하

였으며, 전력 소모가 200 mW 이하가 되도록 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모의실험으로 최적화된 회로로 제작된 저

잡음 증폭기의 측정한 결과는 수신기의 성능이 RTCA 
표준의 최소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게 동작주파

수 1090 MHz ± 1 MHz, 잡음지수는 목표 성능과 비교

하여 0.7dB 이하인 0.51dB, 이득은 15dB 이상인 17dB, 
이득 평탄도는 1.0dB 이내인 0.23dB, 입출력 반사손실

은 각각 -18dB 이하인 –18.28, -24.50dB 이상의 특성

으로 원하는 설계 규격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동종 분야 설계에 좋은 참고 자

료가 될 수 있으며, 차세대 항행 안전시설의 응용분야

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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