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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ve Shunt 피드백을 이용한 고선형성 광대역
저잡음 증폭기

Highly Linear Wideband LNA Design Using Inductive Shunt Feedback

정 남 휘․조 춘 식 

Nam Hwi Jeonng․Choon Sik Cho 

요  약

저 잡음 증폭기는 RF 수신단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다양한 무선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넓은 주파수 범
위에서 동작하도록 요구된다. 전압 이득, 반사 손실, 잡음 지수, 선형성과 같은 중요한 성능지표들을 신중히 다
루어서, 제안하는 LNA의 주요한 성능으로 역할을 하게끔 한다. Buffer 단에서 peaking 인덕터를 사용하며 전체
적으로 cascade 구조로써 inductive shunt feedback을 LNA 입력 단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광대역 정합 주파수
를 얻기 위한 설계식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회로구성을 통해 도출된다. 입력 임피던스의 주파수 응답 분석을 위
하여 pole과 zero를 광대역 응답을 실현하기 위한 특성으로 기술하였다. 입력 단에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인덕
터는 출력의 3차 고조파를 감소시킴으로 선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회로를 0.18 μm의 CMOS 
공정으로 제작하였고, Pad를 포함한 광대역 LNA의 칩 면적은 0.202 mm2이다. 측정 결과는 1.5～13 GHz에서 입
력손실은 —7 dB 이하이고, 전압 이득은 8 dB 이상이며, 잡음 지수는 6～9 dB 정도이다. 그리고 IIP3는 8 GHz에
서 2.5 dBm이며, 1.8 V 전압에서 14 mA 전류를 소모한다. 

Abstract

Low noise amplifiers(LNAs) are an integral component of RF receivers and are frequently required to operate at 
wide frequency bands for various wireless systems. For wideband operation, important performance metrics such as 
voltage gain, return loss, noise figures and linearity have been carefully investigated and characterized for the proposed 
LNA. An inductive shunt feedback configuration is successfully employed in the input stage of the proposed LNA 
which incorporates cascaded networks with a peaking inductor in the buffer stage. Design equations for obtaining low 
and high input matching frequencies are easily derived, leading to a relatively simple method for circuit implementation. 
Careful theoretical analysis explains that poles and zeros are characterized and utilized for realizing the wideband 
response. Linearity is significantly improved because the inductor between gate and drain decreases the third-order 
harmonics at the output. Fabricated in 0.18 μm CMOS process, the chip area of this LNA is 0.202 mm2, including 
pads. Measurement results illustrate that input return loss shows less than —7 dB, voltage gain greater than 8 dB, and 
a little high noise figure around 7～8 dB over 1.5～13 GHz. In addition, good linearity(IIP3) of 2.5 dBm is achieved 
at 8 GHz and 14 mA of current is consumed from a 1.8 V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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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주저자는 해양수산부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사업(GNSS 부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2R1A1A2008263).」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School of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 and Computer Engineering, Korea Aerospace Uni-
versity)   
․Manuscript received August 29, 2013 ; Revised October 11, 2013 ; Accepted October 15, 2013. (ID No. 20130829-04S)
․Corresponding Author : Choon Sik Cho (e-mail : cscho@kau.ac.kr)

ⓒ Copy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All Rights Reserved.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4, no. 11, Nov. 2013.

1056

Ⅰ. 서  론

무선 시스템을 통해 높은 속도로 대량의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수신부에서는 광대역 LNA가 필수불
가결하다. 광대역 LNA를 위한 설계 방식은 다양하
게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저항 피드백 증폭기는
[1]～[4] 입력 정합을 광대역으로 하지만, 주파수가 높
아질수록 이득은 감소한다. Capacitive 피드백 또는
능동 피드백은 이러한 저항 피드백 증폭기에서의 이

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활용된다[5],[6]. 전통적인 in-
ductive peaking 또는 capacitive peaking은 대역폭 확
장을 위해 사용된다[7]～[10]. 그러나 반사 손실 및 입력
임피던스에 대한 분석은 inductive peaking을 사용한
구조에서 완전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저항 피드백은
inductive peaking과 자주 결합되며[11],[12], 인덕터 결합
공진기는 가끔 피드백 루프에서 사용된다[13]. 광대역
입력 정합 회로는 고역 여파기로 설계할 수도 있다
[14]. 입력 정합 회로는 cascode 구조로도 고안할 수
있지만, 기생성분은 입력 정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Common gate 구성은 쉽게 넓은 입력 임피던스
정합에 사용될 수 있다[15]

. 

본 논문에서는 입력 단의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

의 inductive shunt 피드백 회로를 제안하여 광대역
특성과 높은 선형성을 얻게 하였다. 입력 임피던스
에 대한 설계식은 통과 대역의 넓은 입력 정합 주파

수를 두 군데에서 얻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입력단
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기생 capacitance는 이러한
설계 식에 포함하여 입력 정합을 이루는 주파수를

쉽게 찾도록 하였다. 버퍼 단에서는 게이트의 peak-
ing inductor를 이용하여 전압 이득 대역폭을 확장하
였으며 입력단의 inductive shunt 피드백으로 인하여
출력단의 3차 고조파를 억제하기 때문에 선형성을
뚜렷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Ⅱ장에서 설
계 이론을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제안하는 구조를

사용하는 광대역 LNA의 실제 설계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회로의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는 Ⅳ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Ⅴ장에
서 설명한다.

Ⅱ. 설계 이론

Shunt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저잡음 증폭기의 대

그림 1. Inductive feedback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광대
역 회로

Fig. 1. The proposed wideband circuit using an induc-
tive feedback network.

 
역폭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저항 shunt 피드
백을 사용하는 LNA(때때로 피드백 경로의 능동 버
퍼와 함께)는 공통 소스 증폭기 회로보다 넓은 대역
폭을 제공한다. 하지만 게이트 inductive peaking이 추
가적으로 대역폭의 큰 확장을 위해 필요하며, 게이
트 inductive 피드백을 사용한 LNA의 입력 임피던스
분석은 꽤 복잡하다[4]. 더욱이 잡음 지수와 입력 임
피던스 정합은 일반적으로 trade-off 관계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입력 정합을 실현하기 위해 in-
ductive shunt 피드백 구조를 그림 1과 같이 제안한
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항(R1)은 드레인과
전원 사이에 삽입하고, 외부 입력 Capacitor(Cg)는 게
이트 입력에 연결하여 이의 등가 회로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안하는 회로의 입력 임피던
스는 복잡하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며, 식 (1)과 같이
된다. C은 부하로 작용하는 커패시턴스를 나타내
고, C는 외부 커패시턴스 C와 기생 커패시터 ′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입력 임피던스는 식 (2)에
서 표현되는 것과 같이 특성 임피던스 Z와 같게 하
여 정합을 이루도록 한다. 
식 (2)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식 (3)과 식 (4)로 정리할 수 있다. 직류(또는 DC에
가까운) 주파수일 때는, 허수 성분이 입력 임피던스
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식 (3)을 식 (5)로 줄일 수
있으며, 예상대로 입력 임피던스가 부하 저항과 M

의 Transconductance(gm)의 병렬조합에 의해 나타난

다. R과 gm의 적절한 선택에 따라 입력 임피던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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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직류에서 Z에 일치시킬 수 있다. 이는 직류
근처의 낮은 주파수에서 입력 임피던스 정합이 용이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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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주파수 외에 입력임피던스 정합을 이루는 정

합 주파수(: 이하 높은 입력-임피던스 정합 주파
수라 함)는 식 (3)과 식 (4)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
며, 식 (6)에 보이는 것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
것은 두 개의 주파수(여기서는 직류 근처의 매우 낮
은 주파수와 )를 할당하여 광대역 입력 임피던스
정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6)은 다시 Z0

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Z는 결국 gm, R1, Lf, Cgs 및 CL로 표현할

수 있다. R1과 gm은 식 (5)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특
정한 Z0를 위하여 Lf, Cgs 및 CL을 결정하여야 한다. 

 

 






(5)
  


 

 



 

(6)
 
한편, 그림 1에서 전압 이득은 그림 2의 등가회로

그림 2. 그림 1 회로의 소신호 등가회로
Fig. 2. Small-signal equivalent model of Fig. 1.

를 이용하여 식 (8)처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식
은 피드백 인덕터와 부하 커패시터로 구성된 공진기

의 공진주파수에서 최대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8)

  
 이므로, Inductive shunt 피드백

회로의 전체 등가 Transconductance(G)는 식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9)
 

식 (9)는 피드백 인덕터와 부하 커패시터로 구성
된 공진기의 공진주파수 근처에서 최대값에 도달됨

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최대의 전압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입력잡음 전압과 전류는 식 (10)과 식
(11)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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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왜곡 감소를 이용하기 위한 등가 회로도
Fig. 3. Circuit diagram for exploiting distortion reduc-

tion.

식 (10)과 식 (11)은 전압 이득과 gm이 주어질 때

피드백 인덕터와 부하 커패시터로 구성된 공진기의

공진주파수에 접근함에 따라 입력 잡음 전압 및 전

류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식 (11)에서 보듯이, 입력
잡음 전류는 Gm과 입력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잡
음을 낮추기 위하여 Finger의 수를 늘리거나 게이트-
소스 전압(VGS)을 증가시켜 Gm을 증가하는데, 여기
서 VGS는 M1의 드레인 바이어스 전압에 의하여 자동

으로 결정되므로 M1의 VGS를 최적화하는 것은 용이

하지 않다. 또한, M1의 finger 수를 늘리면 Cgs의 증가

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입력 임피던스(Zin)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렇듯이 설계 단계에서 성능의 충돌이

생기므로 게이트 전압, 트랜지스터 폭 및 입력 커패
시턴스의 조심스러운 선택이 요구된다. 광대역 임피
던스 정합을 위한 조건은 저잡음 조건과 많이 다르

므로, 두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 전체 통과대역에서
저잡음 최적화보다는 광대역 임피던스 정합을 우선

순위로 두고자 한다. 
잡음 지수와 임피던스 정합 외에, LNA 설계시의

신호 왜곡에 대하여서는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으

므로[16], 이론적으로 신호왜곡은 짝수 및 홀수 차 고
조파를 동시에 억제하여 완화할 수 있다. 그림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shunt 인덕터를 통한 피드백 전류
는 입력 전류와 90도의 위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피
드백 전류는 출력단에서 3번째 고조파를 억압하는
중요한 역할을한다. 그림 3에서 C는 ′ , Z
은 로 나타낼 수 있고,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류는  


로근사화할수있

다. 그리고 C의 양단 전압은 피드백 전류  

를사용하여식 (12)로나타낼 수있다.

 




 

  (12)
 
그림 3에서 입력 소스 저항 R는 트랜지스터의 게

이트에서 본 입력 임피던스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식 (12)의 우변의 는 의 비선형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는 식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게이트 전압의 비선형적인 값으로 이루어진 전

압과미분값 (또는위상선도값)의합임을의미한다.

≃ 
 




 


   

 
 

 




≃ 
 

 

 

 
 

    

(13)
   
근접한 2개의 주파수 신호가 입력단에 인가된 경

우  coscos≈를사용하여식 (13)
을 전개하면 식 (14)에 나타낸 것처럼 () = cos x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파수 요소의 선형적인 합으로 표

현할 수 있다. 여기서 출력 전압의 3차 상호변조 항
(IM3)은 전체회로의 비선형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
는 식 (15)와 같이 에 해당하는 항  

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φ
는 다양한 위상을 표시한다. 식 (15)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같은줄에 표현한 각 쌍 끼리 위상을 반대로

맞출 수 있으며, 결국 IM3는 상수 a과 b을 적절
하게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를 본 회로에 적용하면, 그림 4에서 제안하는

회로 상에서는 피드백 인덕터(Lf) 값을 조절하여 IM3 
전력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14) 

  ×

°
°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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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하는 LNA 설계

II장에서 제시한 설계 이론을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입력단에 shunt 피드백 인덕터를, 두 번째 단에
공통 소스 증폭기를, peaking 인덕터와 또 하나의 공
통 소스 증폭기를 출력 단 버퍼에 포함하여 광대역

LNA를 구현하였다. 입력단의 M은 원하는 대역폭

확장을 달성하기 위해 피드백 인덕터 L와 함께 피
드백 구조를 형성한다. 기생 커패시터 ′로 구

성된 외부 게이트 입력 커패시터 C와 L는 식 (6)의
, 즉 높은 입력 정합 주파수를 제어한다. 저주파
입력 임피던스 및 전압 이득은 R과 M의 에 의

해 결정된다. 두 번째 단에서는 충분한 전압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공통 소스 증폭기를 사용하였다. 버퍼
단에서의 게이트 peaking 인덕터는 대역폭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충분한 RF 진폭
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인덕터를 출력 측에

삽입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낸 회로에서 높은 입력 정합 주파수

(ω02)를 구하기 위하여 R1, Cgs, CL 및 Lf의 다양한 조

합을 이용하였으며, 우선 18 GHz를 ω02로 설정하였

다. 표 1에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초기 설계 값들을
나타내 보았으며, 이 값들을 이용하여 그림 5처럼
반사 손실을 계산하였다. 예상대로 직류 및 ω02에서

훌륭한 정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f와 CL이

상대적으로 변경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R1과 Cgs를

변경하지 않고 Lf와 CL만 변동시키면서 다양하게 반

사 손실을 계산한 결과가 그림 5에 또한 나타나 있
다. Lf가 감소하고 CL이 증가하면 대역폭이 늘어남을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기생 커패시터 C가 수백

그림 4. 제안하는 LNA의 전체 회로도
Fig. 4. The proposed LNA circuit diagram

그림 5. 기본적인 inductive feedback 회로의 반사 손

실 계산

Fig. 5. Calculated return loss of the basic inductive    
feedback circuit.

fF에 도달할 수 있고, 이 높은 이득과 낮은 잡음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입력 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M의 게이트의 폭은 2×10 μm로 하였
고, R은 낮은 입력 임피던스 정합 주파수 및 입력단
증폭기의 DC headroom을 설정하기 위해 70 Ω을 사
용한다. 이는 결국 을 10 mS와 20 mS 사이의 값
을 가지게 한다. Layout 후에 추출한 기생 커패시터
′를 대략 20 fF으로 설정하였고, 설계시에 실제
로 추가할 외부 커패시터 Cg를 230 fF으로 선택하였
다. R1과 gm1을 이용하여 낮은 주파수에서의 입력 임

피던스 정합은 수월하게 구현할 수 있으나, 이 gm1으

로 다시 잡음 지수를 낮추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M1

의 게이트 전원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드레인 전류와 이에 따르는 gm1을 고려하여 드레인

전원을 조심스럽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제안하는
회로에서는 1.65 V를 사용하였다. M2를 설계하기 위

하여, M1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으로 인한 입력

단에서의 전압 증폭을 보상하기 위해 충분한 전압

이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M2의 게이트 폭은 입력

단의 부하 커패시턴스 과 주파수의 대역폭 확장

에 영향을 미치므로 를 고려하여 16×10 μm로 정
하였다. 그리고 R는 125 Ω으로 정하였으며, 게이트
peaking 인덕터()는 0.9 nH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L를 위하여 2 nH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충분한 직
류 전압 Headroom과 출력 정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이다. 이렇게 하여 설계한 전체 회로의 전류는 11 
mA가 되었다. 표 1에 layout 전과 후로 나누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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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안하는 회로의 설계 parameter 들
Table 1. Design parameters for the proposed LNA.

Parameters 계산값 Layout 전 Layout 후
R1(Ω) 70 65 70
Cgs(fF) 110 250 80
Lf(nH) 0.55 0.533 0.533
R2(Ω) - 125 125
Lg(nH) - 0.898 1.1
L3(nH) - 2.072 2.11

M1 - (10 μm/0.18 μm)×2
M2 - (10 μm/0.18 μm)×16
M3 - (10 μm/0.18 μm)×10

VD at M1 - 1.65 V 1.64 V
VG at M1 - 1.65 V 1.64 V
ID at M1 - 2.12 mA 2.13 mA

ID(전체회로) - 11 mA 11 mA

용하거나 획득한 다양한 설계 parameter들을 나타내
었다. 
한편, 출력 임피던스 정합을 위하여서는 출력단에

존재하는 L3, 부하 capacitance, M3의 Rds 및 Cd로 이루

어진 공진회로의 품질계수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여 광대역 정합을 수행하였다. 

Ⅳ.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

제안하는 광대역 LNA는 0.18 μm RF CMOS 공정
으로 표 1에 나타낸 설계 parameter를 적용하여 제작
하였고, 칩 사진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패드
를 포함한 전체적인 칩 크기는 0.8×0.7 mm2이고, 코
어의 면적은 0.45×0.45 mm2이다. 설계한 광대역 LNA
는 VDD=1.8 V를 사용하며, V가 0.7 V일 때 14 mA의
전류를 소모한다. On-wafer probe station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으며, 1.5 GHz 부
터 13 GHz 대역에서 8～11 dB의 전압 이득(S21)을 보
이고 있으며, 11 GHz에서 전압 이득이 11 dB로 최대
가 되고, 최소값은 13 GHz에서 8 dB이다. S21의 측정

값이 post layout simulation 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
고 있으며, S11은 이 주파수 범위에서 —7 dB 이하로
측정이 되며, post layout simulation 결과는 0.1 GHz에
서 18 GHz까지 —10 dB 이하를 보인 것과 비교가 된
다. S11의 측정값과 simulation 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림 6. 제안한 광대역 LNA 칩 사진
Fig 6. Chip photograph of the proposed wideband      

LNA.
 

그림 7. S11과 S21 측정 결과
Fig. 7. Measured S11 and S21 parameters.

는 예측하지 못한 기생 성분에 의하여 변경된 gm 및
decoupling capacitor 때문에 식 (5)의 저주파에서의

입력임피던스 정합이 벗어난 걸로 예상이 된다. 그
림 7에서 보듯이 높은 입력 정합 주파수가 낮은 대
역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입력 패드 등에
서 발생한 기생 성분에 의하여 과도한 Cgs가 형성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S와 S는 그림 8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1.5 GHz에서 13 GHz까지 S12는 —20 
dB 이하로 유지되며, S는 —6 dB 이하이다. 측정값
과 함께 simulation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S12의 측정

값은 simulation 결과에 비하여 많이 상승하였으며, 
S22는 측정값이 simulation 결과와 대체로 비슷한 주
파수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림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1.5 GHz에서 13 

GHz에서의 simulation 및 측정된 잡음 지수는 6～8 
dB 사이이다.  Simulation 결과와 측정 값이 아주 유
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예상한 대로 M1의 d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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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사한 대역에서 동작하는 다른 광대역 LNA와의 성능 비교
Table 2. Comparison with other wideband LNAs operating in similar bands.

대역폭

(GHz)
이득

(dB)
잡음 지수

(dB)


(dB)
소모전력

(mW)
IIP3

(dBm)
면적

(mm2) 회로 구조 공정

[1] 3～8 15.2 4.2～8 <—8 3.77 —6.63 0.96 저항 피드백 0.18 μm CMOS
[2] 1～10.5 16.5 3.9～5 <—10 36 —5 0.021 저항 피드백 65 nm CMOS
[3] 1.6～28 10.7 2.92～4.4 <—10 21.6 4 0.139 저항 피드백 90 nm CMOS
[4] 3.1～10.6 12.4 2.7～3.7 <～7.3 14.4 ～3.8 0.031 저항 피드백 0.13 μm CMOS
[5] 3.1～10.6 11 4.5～5.1 <—11 21 —12 0.46 커패시터 피드백 0.18 μm CMOS
[6] 0～22.1 10.7 4.3～6.5 <—10 8.4 —2.67 0.017 이중 피드백 90 nm CMOS
[7] 0～6.5 16.5 2～2.7 <—10 9.7 —2 0.0017 능동 피드백 90 nm CMOS
[8] 5～11 19.1 1.8～2.6 <—4 9.0 - 1.078 Ind/cap peaking 0.12 μm SiGe
[9] 3～10.6 15 4～4.4 <—7 21.5 2.5 0.688 Inductive peaking 0.18 μm CMOS
[10] 2～9.6 11 3.6～4.8 <—8.3 19 —7.2 0.05 Capacitive peaking 0.13 μm CMOS
[11] 3～20 19.1 4.2～5.2 <—4 116 —6 0.954 저항 피드백/peaking 0.18 μm CMOS
[12] 0～11.5 14.2 5～5.6 <—8 9.1 —10 0.08 저항 피드백/peaking 0.13 μm CMOS
[13] 1.2～10.6 10.8 3.9～5.8 <—5.7 6.2 —5 1.32 인덕터 커플링 공진 0.18 μm CMOS
[14] 3.1～10.6 13 3.1～6 <—8 11.9 —7 1.2 고주파 필터 0.18 μm CMOS
[15] 1.5～8.1 11.7 3.6～6 <—9 2.62 14.1 0.58 공통 게이트 0.13 μm CMOS
본

회로
1.5～13 11 7.6～8.9 <—7 25.2 2.5 0.202 인덕티브 피드백 0.18 μm CMOS

a: Pad 포함

그림 8. S와 S의 측정 결과
Fig. 8. Measured S and S parameters.

전압이 그대로 gate로 사용되는 self biasing으로 인하
여 잡음 기준 최적의 gm을 획득하기기 쉽지 않기 때

문에 다소 높은 잡음 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림 10에서는 선형성에 대한 성능을 보

기 위하여 IIP3를 측정한 결과이며, 8 GHz를 중심으
로 8 MHz 간격의 2 tone 입력을 인가하여 측정하였
다. 측정한 IIP3는 2.5 dBm으로 이론적으로 예상한

그림 9. 잡음 측정 결과
Fig. 9. Measured noise figure.

값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작한 LNA의
전체적은 성능은 이전의 유사한 대역에서 동작하는

LNA 회로와 비교할 수 있고, 이는 표 2에 요약하였
다. 비교 결과, 1.5 GHz에서 13 GHz까지의 광대역에
서의 전압 이득과 훌륭한 입력 반사 손실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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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8 GHz에서의 IIP3 측정 결과
Fig. 10. Measured IIP3 at 8 GHz.
 
있으며, 다소 높은 잡음 지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선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1.5 GHz 부터 13 GHz에서 까지 동작하는 광대역
LNA를 입력단의 inductive 피드백 구조를 적용하여
도출한 설계 식을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설계식은
광대역 입력 정합을 구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

였고, 입력 정합이 발생하는 두 주파수에서 입력 반
사 손실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다. 이는 입력 정합을
보장하는 넓은 대역폭을 얻기 위한 회로를 설계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압 이득은 전체 대역
폭에 걸쳐서 평탄함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대역폭
에서 —7 dB 이하의 S을 유지한다. 입력 정합은 드
레인에 연결한 저항과 입력단의 Transconductance를
이용하여 낮은 주파수(직류 주파수 근처)에서, 또한
C와 피드백 인덕턴스에 의하여 높은 주파수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제안하는 LNA는 피드백 구성
으로 인하여 선형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 회로는 체계적인 쉬운 설계와 넓은 범위에
서의 평탄한 이득을 제공하지만, 잡음 지수는 여전
히 특정 잡음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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