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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중계기용 저전력, 고선형 Up-down Converter

A Low Power and High Linearity Up Down Converter for Wireless Rep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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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have designed and fabricated a low power and high linearity up down convertor for wireless repeaters using 

0.35 ㎛ SiGe Bipolar CMOS technology. Repeater is composed of a wideband up/down converting mixer, programmable gain 

amplifiers (PGA), input buffer, LO buffer, filter driver amplifier and integer-N phase locked loop (PLL). As of the 

measurement results, OIP3 of the down conversion mixer and up conversion mixer are 32 dBm and 17.8 dBm, respectively. 

The total dynamic gain range is 31 dB with 1 dB gain step resolution. The 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ACLR) is 59.9 dBc. 

The total power consumption is 240 mA at 3.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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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통신 기술 방식인 LTE, GSM, 

CDMA, WCDMA 등의 표준화,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선 통신 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통신 시

스템이 복잡해지고 통신 대역이 증가하게 되면서 서로의 무선 통

신 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 신호 품질은 

빌딩, 건물 등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 도심 지역에서

는 크게 저하되는 요인으로 발생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실생활 주변에 많은 중계기들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높

은 신호 감도와 통화 품질을 얻을 수 있다. 중계기 시스템은 원

하는 신호의 대역만을 선택하고 증폭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변의 신호 간섭을 제거하고 원하는 신호 대역만을 선택하기 위

해서는 Q-factor가 매우 높은 band pass filter (BPF)가 요구되

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RF (Radio Frequency)를 IF 

(Intermediate Frequency)로 전환하여 매우 높은 Q-factor IF 

SAW 필터를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신호의 대역을 제거하는 방

법으로 그림 1에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선형성을 

갖는 증폭기와 mixer가 요구되어 진다. 또한 최근에 이슈로 떠오

르는 그린 IT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력 소비도 고려되어야할 사항

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계기용 저전력, 높은 선형성을 갖는 up 

down convertor (UDC)를 제안하였다. UDC는 DC~3 GHz 

up/down mixer, Tx buffer, programmable gain amplifier 

(PGA), 구동 증폭기와 integer-N phase locked loop (PLL)로 

구성되어 on-chip으로 구현하였다. Wideband 입력 주파수 대역

을 커버함으로써 다양한 통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RF와 

IF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programmable wide range PLL 

그리고 1 dB씩 변하는 PGA를 이용함으로써 중계기의 이득을 자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2. 본  론

2.1 무선 중계기 시스템 구조

일반적인 무선 중계기는 두 개의 path로 구성되어 있다. 중계

기와 baseband station으로 연결된 up link path와 중계기와 모

바일 기기와 연결된 down link path로 이루어졌다. 무선 중계기

는 LNA, up/down mixer, Rx/Tx PGA, IF SAW filter 구동 증

폭기, drive amplifier, power amplifier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중계기용 up down converter와 integer-N PLL를 

on-chip화로 구현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중계기 시스템에서는 isolation이 매우 중요한 factor로 작용한

다. 첫 번째로 down mixer와 up mixer간의 격리도로 55 dB 이

상이 요구되어 진다. 이는 IF SAW가 down 변환되고 증폭된 원

하지 않는 신호를 55 dB 억제할 수 있어 이보다 더 높은 격리도

를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 두 번째로 PLL 디지털 노이즈와 up 

converting mixer 출력 신호 간의 격리도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중계기들의 스퓨리어스 (spurious)는 약 -105 dBm 미만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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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3.3 V 디지털 회로의 경우는 약 -120 dB 이상의 격리

도가 요구되어 진다. 

그림 1 무선 중계기용 up down converter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Up down converter block diagram

2.2 Up down converter 구현

Gilbert-cell 구조의 mixer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추가하여 선

형성과 전력 소비를 향상시켰다. 그림 2는 capacitor 

cross-coupling (CCC) 기법, PMOS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류를 

인가하는 current bleeding 기법과 multi-gate transistor 

(MGTR)를 적용한 mixer이다. 두 개의 병렬 트랜지스터 M1과 

M3 (M2와 M4)는 서로 다른 전압과 트랜지스터의 width의 차이

를 통해 DC 전달함수와 3차 미분 성분을 “0”에 가깝게 만들어 

줌으로써 비선형 성분을 억제해준다[1]. 트랜지스터 M1과 M2는 

strong inversion 영역 그리고 M3와 M4는 weak inversion 영역

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DC bias 전압을 인가한다. 이

로 인해 M1과 M2에서 발생되는 3차 비선형 성분을 상쇄시켜 높

은 선형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2]. 

그림 3는 높은 이득과 넓은 대역을 갖는 PGA를 설계하였다. 

PGA의 이득은

 deg


deg ⋯ (1)

으로 gain control logic을 이용하여 Rdeg 저항 값을 선택적적으

로 바꿀 수 있으며 서로 다른 PGA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PGA

의 이득을 얻는데 있어서 2가지의 중요한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

[4]. 첫 번째로 PGA가 서로 다른 이득을 갖더라도 동일한 PGA 

gain bandwidth를 갖아야 한다. 이는 저항 Rdeg의 변화에 따라

서 gain bandwidth도 따라서 변화게 되는데 이는 PGA가 최대 

이득을 갖을 때, 넓은 gain bandwidth를 갖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대 이득일 때 가장 나쁜 노이즈 피겨를 갖게 

된다. 이는 중계기 시스템에서 인접 채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최대 이득일 때 가장 좋은 노이즈 피겨를 갖도록 설계해

야 하며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그림 2 CCC와 MGTR를 적용한 up/down mixer

Fig. 2 Up/down mixer of CCC and MGTR method 

그림 3 Degeneration PGA

Fig. 3 Degeneration PGA


  log (2)

Degeneration 저항 Rdeg의 변화는 증폭기의 선형성을 향상시

켜 줄 수 있으며, BJT의 출력 임피던스에 의해서 Rload 저항의 

비선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Down link PGA (RXPGA) 이득은 

2/6/10/14 dB로 증가하고, up link PGA (TXPGA) 이득은 2에서 

33 dB까지 1 dB씩 증가한다. 

IF SAW filter은 중계기 시스템에서 원하는 주파수 대역만 통

과시키고 그 외의 주파수 대역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주파수 대역의 전력, OIP3 등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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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AW filter 이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OIP3 사양

이 충족되지 못하면 인접 대역의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삼차 고조

파에 의해서 원하는 대역의 신호를 저하 시킬 수 있다. 50 Ω 구

동을 하는 IF SAW filter의 경우 25 dBm 이상의 OIP3 스펙이 

mixer로부터 요구되어지는데, 일반적인 mixer의 경우 쉽게 설계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림 4 Darlington amplifier

Fig. 4 Darlington amplifier 

이를 위해 mixer와 IF SAW filter사이에 filter에서 요구되는 

스펙을 구동할 수 있는 구동 증폭기가 요구된다. 그림 4는 다일

링톤 구조에 resistor 피드백을 이용하여 필터 구동 증폭기를 설

계하였다. 이는 높은 입력 임피던스와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갖

는 버퍼 구조이다. 또한, 두 개의 BJT조합으로 인해 최대 트랜스

임피던스를 증가시키면서 높은 unit 전류 이득 차단 주파수를 갖

는다[5].

2.3 측정 결과 

그림 5는 0.35 μm SiGe Bipolar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

한 무선 중계기용 up down converter와 integer-N PLL을 하나

로 구현한 마이크로 포토로 전체 칩 사이즈는 3200 μm x 2000 

μm이다.

그림 5 Up down converter 마이크로 포토

Fig. 5 Microphotograph of up down converter

그림 6은 up down converter의 two-tone 측정 결과이다. 

1840 MHz로 up conversion 되었을 때 OIP3는 17.8 dBm이고, 

70 MHz로 down conversion 되었을 때 OIP3는 32 dBm을 갖는

다. 

그림 6 Two-tone 측정결과

Fig. 6 Two-tone measurement results

그림 7 ACLR 측정 결과

Fig. 7 ACLR measurement results

그림 7은 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ACLR) 측정 결과

이다. 1840 MHz일 때 59.9 dBc의 ACLR를 갖으며, 이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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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ain control logic에 따른 이득과 이득 에러 측정 결과

Fig. 9 Gain control word vs. voltage gain and gain error 

measurement results

그림 8 PLL in/out band 스퓨리어스 측정 결과

Fig. 8 PLL in/out band spurious measurement results

인 무선 중계기의 ACLR 스펙에 충족한다. 그림 8은 integer-N 

PLL의 스퓨리어스의 측정 결과이다. In band 스퓨리어스는 

maximum -94 dBm이고, out band 스퓨리어스는 -104 dBm의 성

능으로 RF part와 PLL 디지털 노이즈 간에 isolation을 만족한다. 

그림 9은 PGA의 gain control logic의 변화에 따라서 PGA의 

이득과 이득 error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PGA 이득은 2에서 33 

dB까지 1 dB씩 증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2 dB 부

터 33 dB 까지 이득 변화에 따라 약 ± 0.2 dB의 오차를 갖는다. 

제작된 up down converter의 측정 결과는 표 1과 같이 정리하

였다.

Parameter Unit 무선 중계기

Process ㎛ SiGe 0.35 

Supply voltage V 3.3

Supply current mA 240 

RF Frequency MHz DC ~ 3000

LO Frequency MHz 70 ~ 2700

OIP3 (up) dBm 17.8

OIP3 (down) dBm 32

PLL - Integer-N

표 1 Up down converter 측정 결과

Table 1 Up down converter measurement results

3. 결  론

본 논문은 무선 중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전력과 높은 선형

성을 갖는 up down converter을 제안하였다. Up down 

converter와 integer-N PLL를 on-chip화한 무선 중계기용 칩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Up down converter는 capacitor cross- 

coupling 기법과 multi-gate transistor 기법을 적용하여 저전력, 

높은 선형성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DC ~ 3000 MHz까지 

동작할 수 있으며 up conversion 시 17.8 dBm OIP3를 down 

conversion시 32 dBm OIP3을 갖는다. ACLR은 1840 MHz에서 

59.9 dBc로 일반적인 중계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만족

하고, PLL에서의 스퓨리어스는 -104 dBm으로 PLL 디지털 노이

즈와 up down converter간의 노이즈를 isolation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up down converter는 저전력, 높은 선형성

과 높은 격리도를 갖으며 다양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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