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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RLC 입력 정합 및 저항 궤환 회로를 이용한
6.2～9.7 GHz 광대역 저잡음 증폭기 설계

6.2～9.7 GHz Wideband Low-Noise Amplifier Using Series RLC 
Input Matching and Resistive Feedback

박 지 안․조 춘 식

Ji An Park․Choon Sik Cho

요  약

본 논문은 직렬 RLC 정합과 저항 궤환 회로를 이용하여 설계한 중심 주파수 8 GHz를 갖는 저잡음 증폭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LNA는 입력 정합에 Degenerate inductor를 사용하여 S21이 넓은 대역폭을 지니고 있고, 병렬
로 구성된 회로를 직렬 공진 회로로 변환함으로써 입력 정합 회로를 등가회로로 축약하여 해석을 하였다. 저항
궤환 회로와 입력 RLC 정합이 모두 사용되어 제안하는 LNA는 최대 8.5 dB의 S21(—3 dB 대역폭은 약 3.5 GHz), 
잡음 지수로 5.9 dB, IIP3로는 1.6 dBm 값을 가지며, 1.2 V에서 7 mA를 소모한다.

Abstract

A low-noise amplifier(LNA) using series RLC matching network and resistive feedback at 8 GHz is presented. 
Inductive degeneration is used for the input matching with which the proposed LNA shows quite a wide bandwidth 
in terms of S21. An equivalent circuit model is deduced for input matching by conversion from parallel circuit to series 
resonant circuit. By exploiting the resistive feedback and series RLC input matching, fully integrated LNA achieves  
maximum S21 of 8.5 dB(peak to —3 dB bandwidth is about 3.5 GHz) noise figure of 5.9 dB, and IIP3 of 1.6 dBm 
while consuming 7 mA from 1.2 V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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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RF 신호가 잡음과 함께 수
신됨에 따라 낮은 잡음을 유지하면서 신호만 증폭시

키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RF 시스템
에서 저잡음 증폭기(LNA) 설계가 필수적이며, LNA
의 잡음지수가 수신기 전체의 SNR 성능을 좌우하므

로 다양한 CMOS LNA 구조들이 연구되고 있다. 기
존의 개발된 구조들로는 common-gate LNA, resistive 
feedback LNA, inductively degenerated common-source 
LNA 등이 있지만, 위 구조의 LNA들은 각각의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본 구조가 지니고 있는 한
계들을 극복하고 성능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기본

적인 구조들을 합치고, 더욱 개선된 구조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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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전압 이득을 위하여 저항 궤

환 회로와 함께 직병렬 RLC 입력 정합회로를 병합
하여 LNA를 설계하였다. Section Ⅱ에서는 제안하는
LNA에 사용된 입력 정합에 관한 설명과 함께 본 회
로를 0.11 μm CMOS 환경에서 layout한 회로에 대
한 설명을 하였으며, 제안하는 LNA의 시뮬레이션
결과 및 제작한 칩의 측정 결과는 Section Ⅲ에서 소
개하였다.

Ⅱ. 제안하는 LNA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NA는 기존의 회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적극 활용하여 직렬 RLC 입
력 정합회로와 저항 궤환 회로를 병합하는 구조를

선택하였다. 그림 1은 높은 전압 이득, 낮은 잡음지
수, 높은 선형성과 넓은 대역폭을 위해 구현된 In-
ductive degeneration과 저항 궤환 회로가 적용된 LNA
의 구조를 보여준다[1].

 

 






 






 




 






 






(1)
 

여기에서 CF는 궤환 회로에서 DC blocking의 용도로

그림 1. 제안하는 LNA 회로 구조
Fig. 1. The proposed LNA architecture.

그림 2. 제안하는 LNA 입력 정합회로 병렬등가회로

의 직렬 변환

Fig. 2. Parallel to series conversion of equivalent input 
matching network for the proposed circuit.

 
사용되었기 때문에 CF의 임피던스 값은 상당히 작은

값이고, 식 (1)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ZL은 부

하에 연결된 모든 임피던스의 합을 가리키며, ZF는

궤환 회로 부분의 총 임피던스를 뜻한다. 그림 2의
방법과같이변환할시직렬회로로변환이가능하다. 
그림 2는 입력 정합의 분석을 위하여 등가회로를

구현한 회로를 보여준다. 기존의 저항 궤환 회로가
병렬 입력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등

가회로는 그림 2와 같이 축약시킬 수 있다. 이 때 저
항 궤환의 등가 임피던스 Zpar는 식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으며[2], 식 (2)에서 Lpar, Cpar, Rpar은 Zpar를 이

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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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구한 Lpar, Cpar, Rpar는 병렬 RLC 회로의

품질 계수 Q를 이용하여 각각 식 (3)과 같이 직렬 임
피던스로 변환 가능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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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Zpar는 병렬 RL 회로
로 변환하여 Cgs와 함께 병렬 RLC 회로를 이루게 하
여 계산한다. 직렬 임피던스를 구하는 식 (3)에 회로
상에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LG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면 최종으로 직렬 임피던스 Zser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구한 임피던스 Zser을 사용하여 입
력 정합을 구현할 수 있으며, Rser을 Source 임피던스
Rs(주로 50Ω)에 정합시킨 후, Cser과 공진시킬 수 있

는 Lser 인덕터 값을 선정하여 인덕터 LD와 LG를 구

한다. 본 회로의 경우 광대역 정합을 위하여 품질계
수를 5.37 정도로 하여 많이 낮추었고, Lser과 Cser을 
중심 주파수가 8 GHz가 되도록 적당히 선택하면 Rser

는 약 52.48 Ω으로 입력 정합을 달성할 수 있다. 여
기서 제안한 방법 즉, Zser=50을 사용하면 (gm 및 Cgs

는 고정) 결정하여야 할 LD, LG 및 RF의 3 가지 변수
가 있고, 주어진 식은 2개(실수부=50, 허수부=0)이므
로 1개의 선택자유도를 가지게 된다. 본 회로에서는
LG를 상대적으로 큰 값을 선택하였고, 나머지 LD 및
RF에 대하여 정합 문제를 풀어서 설계하였다. 
한편, 전체적인 전압 증폭도와 입력 잡음전류는

회로 전체의 상호컨덕턴스(Gm)에 의존하게 된다. 대
체로 ≫  및 ≫이 성립하므로, 식 (4)에 의
하여 ≈ 으로 볼 수 있다. 

 

 



(4)
 
그러므로 LD가 증가하면 전압 증폭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가 증가하거나 Gm이 증가하면

입력 잡음 전류를 낮추기 때문에, Gate 인덕터 LG가

증가할수록 입력 잡음 전류는 낮아진다. 이를 이용
하여 본 회로에서는 LG를 최대한 크게 선택하여 입

력 잡음 전류를 낮추도록 설계하였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회로는 기존에 Mn1의 Source

에 주로 사용하였던 인덕터를 제거함으로써 칩의 크

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입력 정합

구현에 있어 LG값을 좀 더 자유롭게 큰 값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회로에서 사용된 인덕터
LG는 전술한 대로 상대적으로 그 값이 큰 2.75 nH, 
LD는 701 pH를 사용하였고, 궤환 회로의 RF는 10 K
Ω, Cf는 1.8 pF를 사용하였다. 
그리고전압 이득의대역특성을확장하기 위하여, 

그림 3. 회로 촬영 사진
Fig. 3. Photograph of the proposed LNA.

 
참고문헌 [1]에서 취한 구조에서 Drain의 공진 회로
부하 중 CD를 제거함으로써, 제거한 공진 커패시터
CD로 인한 낮은 주파수에서의 Pole을 생성하지 않고
더 높은 3 dB 주파수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
여 S21의 주파수 특성을 확장하여 상대적으로 광대

역 특성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사용한 Cascode 구조
는 높은 이득과 높은 출력 저항으로 인덕터 LD와 함

께 유동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제작된 칩의 촬영 사진이다. 인덕터 및

패드를 모두 포함하여 가로 710 μm, 세로 630 μm
의 크기를 갖는다.

Ⅲ. 측정 및 결과 

모든 회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Post-layout 시뮬레
이션 후 기생 커패시터 및 저항 값을 포함한 결과이

다. 그림 4는 S-parameter 시뮬레이션 결과 및 측정
값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동작 주파수에서 입력 반
사계수 S11은 —21 dB, —10 dB 대역폭은 약 3 GHz이
고, S22는 —10 dB 대역폭이 좀 더 넓은 약 3.3 GHz를
갖는다. 
측정 결과, 전압 이득 S21은 8.2 GHz에서 최대 전

압이득 8.5 dB를 보이며, —3 dB 대역폭은 약 3.5 
GHz(6.2 GHz부터 9.7 GHz)이다. S21의 —3 dB 대역
폭 내에서 S11과 S22는 모두 —7 dB 이하의 성능을 보
여준다. 그림 5는 잡음지수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
과이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동일하게 on-chip 인덕터
와 기생 저항 및 커패시터 값이 적용된 Post-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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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parameter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
Fig. 4. S-parameter after post-layout simulation and mea-

surement.
 

그림 5. Noise figure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
Fig. 5. Noise figure after post-layout simulation and 

measurement.
 
simulation 결과이다. 동작 주파수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NF는 5.1 dB, NFmin은 3.3 dB이며, 측정 결과
6.2～9.7 GHz에서 5.5 dB부터 7.5 dB 값을 갖는다.
그림 6은 Input-referred third-order intercept point 

(IIP3) 시뮬레이션 결과로 중심 주파수에서 50 MHz 
떨어진 8.05 GHz와 8 GHz 두 개의 신호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2.3 dBm
으로 참고문헌 [1]과 비교하여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은 측정한 P1 dB의 그래프이다. 이상적인

선형적인 선과 비교하였을 때 1 dB 차이가 나는 지
점은 약 +0.5 dBm임을 확인할 수 있다. OIP3 값이
P1 dB보다 약 9.6 dB 높다는 점과 IIP3 값은 OIP3의
값보다 Gain만큼 작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 P1 dB 결

그림 6. IIP3 시뮬레이션 결과
Fig. 6. IIP3 after post-layout simulation.

 

그림 7. P1 dB 측정 결과
Fig. 7. Measurement of P1 dB.

 
과로부터 IIP3가 약 1.6 dBm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측정 결과를 토대로 LNA의 성능 비교를 위해

참고문헌 [3]에 정의되어 있는 Figure of merit(FOM1, 
FOM2)를 식 (5) 및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  (5)

 
FOM2는 위 FOM1에서 추가적으로 IIP3가 성능지

표로 추가되어 계산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log･
･ ･ 

(6)
 
식 (5)와 식 (6)에 따라 계산된 FOM 값은 FOM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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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GHz)

Gain
(dB)

NF
(dB)

Power
(mW)

IIP3
(dBm)

CMOS 
 공정(mm) FOM1 FOM2 Topology

Joo[1] 2.4 28.3 2.0 4.8 —22.4 130 13.5 —8.9 Resistive feedback
Linten[3] 5.5 13.3 2.9 9.7 —3.0 90 4.4 1.4 Inductive degeneration
Linten[4] 5.5 11.2 3.2 2.1 —8.6 90 9.4 0.8 Folded common source
Kim[5] 2～4.6 9.8 2.3 12.6 —7.0 180 2.1 —4.9 Resistive feedback

Blaakmeer[6] 2.5～4.0 19.6 4.0 8.0 —8.0 90 5.0 —3.0 Common gate
Han[7] 5.2 16.5 1.1 12.4 —11.5 180 9.9 —1.6 Inductive degeneration
Li[8] 5.8 9.4 2.5 3.4 7.6 180 8.1 15.7 gm-boosted common gate

Walling[9] 5.4 21.0 2.8 2.7 —23.0 180 139 —9.1 gm-boosted common gate
Borremans[10] 3.4 20.8 2.2 3.8 —11.5 130 11.7 0.2 Active feedback

This work 8.0 8.5 5.5 8.4 1.6 110 4.16 5.76 Resistive feedback, 
no degeneration

표 1. LNA 성능 요약 및 비교표
Table 1. Performance summary and comparison with others’ work.

4.16, FOM2가 5.76으로 다른 LNA와 비교하였을 때
FOM1로는 양호하며, FOM2는 상당히 좋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8 GHz에서 동작하는 저항 궤환 및
직렬 RLC 입력 정합을 병합하여 설계한 LNA를 제
안하였다. 제안하는 LNA는 출력에 공진기를 쓰지
않고도 넓은 입력 정합과 함께 높은 전압 이득, 개선
된 선형성을 보여준다.
전체 회로가 on-chip으로 구현된 회로는 결론적으

로 대역폭 3.5 GHz, 최대 8.5 dB의 전압 이득 S21과

3 GHz의 대역폭을 갖는 S11, 5.5 dB의 잡음지수 NF
와 1.6 dBm의 IIP3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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