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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2가지 잡음 파라미터 측정방법과 비교

Two Noise Parameter Measurement Methods Using Spectrum Analyzer 
and Comparison   

이 동 현․염 경 환

Dong-Hyun Lee․Kyung-Whan Yeo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잡음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2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첫 번째 방
법은 6-포트 회로망을 이용하여 잡음상관행렬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잡음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제안된
두 번째 방법은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DUT의 잡음지수를 직접 측정하고, 이를 통해 잡음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잡음지수를 측정을 위해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 임의의 전원 임피던스를 갖는
DUT의 잡음지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를 위해 사용한 임피던스 튜너가 DUT에 주는 잡음영향을 제
거하는 방법을 보였다. 제안된 2가지의 방법으로 수동 및 능동 DUT에 대한 잡음파라미터를 측정하였고, 이를 비교하였
다. 비교 결과, 2가지 방법에 대한 잡음 파라미터 결과가 일치하였다. 2가지 방법의 잡음 파라미터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6-포트 회로망으로 측정된 잡음파라미터가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라 측정된 DUT의 잡음지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6-포트 회로망으로 측정된 잡음 파라미터 결과가 검증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wo noise parameter measurement methods using spectrum analyzer. First method, we measure a noise 
correlation matrix using the 6-port network, and we calculate noise parameters using measured a noise correlation matrix. Second 
method, we directly measure noise figures of the DUT for source impedance changes, and then noise parameters are extracted from 
the measured noise figures. In order to measure a noise figure, we present a method of measuring a noise figure of the DUT that 
have arbitrary source impedances using spectrum analyzer and a method of eliminating a noise effect of a impedance tuner. Finally, 
the noise parameters of a passive and active DUT using proposed two methods are compared.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two 
results obtained from for the two methods give almost identical noise parameters. The noise parameters measured by 6-port network 
accurately predict measured noise figures of the DUT for source impedance changes, and noise parameters measured by 6-port network 
is verified from th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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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잡음지수는 일반적인 2-포트 소자의 잡음 특성을 평가
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잡음지수는 2-포트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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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연결되는 전원 임피던스(source impedance)의 함수이
며, 전원 임피던스에 따른 잡음지수의 변화는 4개의 잡음
파라미터 m in , 및 를 알 경우 결정된다

[1]. 잡
음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NFA(Noise 
Figure Analyzer)와 임피던스 튜너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즉, 2-포트 DUT(Device Under Test)의 입력 포트에
임피던스 튜너를 삽입하고, 이 임피던스 튜너를 조정하여
DUT의 최소 잡음점을 찾고, 이 최소 잡음점에서 DUT의
잡음지수 측정을 통해 최소 잡음지수 m in를 얻게 된
다. 이때 DUT의 입력 측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 튜너의
임피던스를 통해 를 결정할 수 있고, 이외의 다

른 임피던스에 대해 독립적인 잡음지수 측정을 수행할

경우, 을결정할수 있게 된다
[2],[3]. 그러나전통적인 이

방법은 고가이며, 임피던스 튜너의 조정으로 인해 상당한
계측시간을 요구하고, 또한, 온-웨이퍼(on-wafer) 측정에
상당한 제약을 준다. 최근 저자들은 일련의 연구를 통하
여 8-포트 회로망[4]에 의한 잡음파라미터 측정 및 잡음전

원(noise source)을 제거하고, 보다 간편화된 6-포트 회로
망을 이용한 잡음파라미터 측정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5]. 
또한, 저자들의 방법은 온-웨이퍼 측정에도 무리 없이 적
용할 수 있었음을 보였다[6].
그러나 제시된 방법은 1) 부분적으로는 측정된 잡음파

라미터가 측정된 DUT의 잡음파라미터로 합당한 것으로
보였지만, 완전하게 검증하지 못한바 있다. 2) 두 번째로
기존연구에서 잡음파라미터 측정에 사용되는 기본 계측

기로 NFA를 사용하고 있는데, NFA는 스펙트럼 분석기
(spectrum analyzer)에 비해 널리 보편화 되어 있지 않으며, 
잡음전원의 부정합(mismatch)[7], 잡음전원의 hot과 cold 상
태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로 측정의 부정확성을 줄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7].
본 논문에서는 NFA의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스펙트

럼 분석기를 이용한 두 가지의 잡음 파라미터 측정 방법

을 제안한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NFA에 비해 더 범용적
인 장비로써 이를 이용한 잡음파라미터 측정 방법은 이

방법에 대한 활용의 폭을 보다 넓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기는 NFA와 달리 별도의 교정(calibration)
과정과 잡음전원 없이 잡음전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

에, NFA의 교정오차 및 잡음전원에 의해 발생하는 측정
오차를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 의해 스펙트럼
분석기는 참고논문 [5]에서 제시된 6-포트 회로망을 이용
한 잡음파라미터 측정방법에 NFA보다 더 적합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첫 번째 측정방법은 6-포트 회로망을

이용한 방법이다. 참고문헌 [5]에서 제시한 6-포트 회로망
을 이용한 잡음파라미터 측정방법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측정구성을 스펙트럼 분석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잡음파라미터를 측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DUT의 잡

음지수 측정 결과를 통해 잡음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통상적인 잡음파라미터 측정방법과 유
사하게 임피던스 튜너를 이용한다. 이 임피던스 튜너는
DUT의전원 임피던스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었고, 이 변
화되는 전원 임피던스에 따라 DUT의 잡음지수를 직접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직접 측정된 잡음지수 결과를 통
해 잡음지수를 추출한다. 이 경우, 전원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잡음지수 측정에는 1)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임의의 전원 및 부하 임피던스 상태에서 DUT의 잡음지
수를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2) 비록 작지만 임
피던스 튜너는 손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튜

너가 DUT에 주는 잡음 효과를 제거할 수있는 방법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입출력 잡음전력(noise power)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다. 이렇게 측정된 잡음전력은 곧장 잡음지수로 환산될
수 있어, 임의의 전원 및 부하 임피던스 상태에서 DUT의
잡음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임피던스 튜너와 DUT
가 cascade 연결되었을 때 잡음파 분해를 통한 임피던스
튜너 잡음효과 제거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전원 임
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DUT의 잡음지수를 측정하였고, 이
측정 결과와 ADS 시뮬레이션을 통해 잡음 파라미터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결과 비교를 통해 6-포

트 회로망으로 측정된 수동 및 능동 DUT에 대한 잡음파
라미터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6-포트 회로망으
로 측정된 잡음파라미터는 전원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잡

음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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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펙트럼 분석기와 6-포트 회로망을 

이용한 잡음파라미터 측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두

가지 잡음파라미터 측정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인 6-포트
회로망을 이용한 방법을 보인다. 측정방법 및 잡음 파라
미터 추출방법은 참고문헌 [5]와 동일하다. 2-1에서는 참
고문헌 [5]의 측정 구성에서 NFA를 스펙트럼 분석기를
바꿔 측정 구성을 재구성하였고, 2-2에는 이 구성을 통한
잡음파라미터 측정 결과를 보였다.  

2-1 측정개요

스펙트럼분석기를 기본계측기로한 6-포트 회로망 잡
음파라미터 측정 구성도는 그림 1(a), 측정 장비의 구성은
그림 1(b)에 보였다. 그림 1(b)의 장비 구성에 사용된 장
비는 Agilent사의 E4446A 스펙트럼 분석기, E3647A와
6626A 전원공급기, 그리고 34411A 멀티미터를 사용하였
다. 그리고 사용된 LNA는 Wenteq사의 ABL1800-03-2825
모델이고, SP4T는 Mini-circuit사의 MSP4TA-18+를 사용
하였다.
사용된 스펙트럼 분석기의 측정 가능한 최소 잡음전력

의 크기가 —150 dBm(RBW 1 Hz)으로[8], 이는 열잡음전
력 —174 dBm(To=290 °K)보다 크다. 따라서 스펙트럼 분
석기로 잡음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잡음전력의 크기

를 증폭해야 한다. 그래서 그림 1(a)의 측정 구성도에서는
3개의 LNA(Low Noise Amplifier)를 사용하여 잡음전력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증폭시켜 주었다.
멀티미터를 통해서는 6-포트 회로망의 온도를 측정하

였다. 이 측정된 온도는 6-포트 회로망의 잡음교정과정에
서 6-포트 회로망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파를 To=290 °K에
대한 잡음파로 변환하는 사용된다. 그리고 그림 1의 장비
구성을 통한 잡음파 측정 시, MATLABTM을 이용하여 장

비들을 조정하였다.

2-2 측정 결과

그림 1의 측정구성을 이용해 수동 DUT와 능동 DUT에
대한 잡음 파라미터를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주파수는
4.5～5.5 GHz이며, 측정에 사용된 수동 DUT는 mini-cir-  

(a) 측정 구성도
(a) Measurement block diagram

(b) 장비 구성
(b) Instruments set-up

그림 1. 6-포트 잡음파라미터 측정 장비 구성
Fig. 1. Instruments set-up of 6-port noise parameters mea-

surement.
 

cuits사의 BW-S10W2+ 10 dB 감쇠기, 능동 DUT는 HMC- 
313 증폭기이다. 그림 2에 각각의 DUT를 보였다.
그림 3에는 수동 DUT인 10 dB 감쇠기에 대한 잡음 파

라미터 측정 결과를 보였다. 수동소자는 S-파라미터(S-pa-
rameter)를 통해 잡음 파라미터의 이론값을 알 수 있다[9]. 
따라서 이 S-파라미터를 통한 이론값과 6-포트 회로망으
로 측정된 잡음 파라미터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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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dB 감쇠기(Mini-circuit BW-S10W2+)
(a) 10 dB attenuator(Mini-circuit BW-S10W2+)

(b) 증폭기(HMC-313) 
(b) Amplifier(HMC-313)

그림 2. 측정된 DUTs
Fig. 2. Measured DUTs.
 
그림 3의 (a),(b)에서 점선은 S-파라미터를 통한 이론값

을 나타내고, 실선은 6-포트 회로망으로 측정된 잡음 파
라미터 결과이다. 비교결과, 최소잡음지수 NFmin의 오차

범위는 ±0.04 dB, 오차평균은 —0.01 dB, 오차의 표준편차
는 0.018 dB이다. 잡음저항 Rn의 오차범위는 3 Ω 이내, 오
차평균은—0.53 Ω, 오차의 표준편차는 0.7 Ω이다. 그리고
최소잡음지수를 가질 때의 전원 임피던스 Sopt는 그림 3(c)
의 결과와 같이 이론값과 측정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4에는 능동 DUT인 HMC-313 증폭기에 대한 잡음

파라미터 측정 결과를 보였다. 능동소자는 수동소자와 같
이 S-파라미터를 통해 잡음파라미터의 이론값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능동소자에 대한 잡음 파라미터 측정 결과
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Ⅲ.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잡음지수 

측정과 잡음 파라미터 추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두

가지 잡음파라미터 측정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인 스펙트

럼 분석기를 이용한 DUT의 잡음지수 측정 결과를 통한
잡음 파라미터 추출방법을 보인다. 이를 위해서 우선 3-1

 

(a) NFmin

(b) Rn

(c) Sopt

그림 3. 10 dB 감쇠기의 잡음 파라미터 측정 결과
Fig. 3. Measurement results of noise parameters for 10 dB 

atten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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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Fmin

(b) Rn

(c) Sopt

그림 4. HMC-313 증폭기의 잡음 파라미터 측정 결과
Fig. 4. Measurement results of noise parameters for HMC- 

313 amplifier.

절에서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잡음지수를 측정하

는 방법을 보였고, 3-2절에서는 이 잡음지수 측정 결과를
통해 잡음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보였으며, 3-3절에
서는 이 방법을 통한 잡음파라미터 결과를 보였다. 

3-1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잡음지수 측정 

3-1-1 잡음요소 계산과정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라 DUT의 잡음지수를 측정
하고, 이를 이용하여 DUT의 잡음 파라미터를 추출한다. 
이 때,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DUT의 잡음지수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잡음전력 측정 결과를 통해

계산된다.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 전원 임피던스의 변
화에 따라 DUT의 잡음전력을 측정하는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의 측정구성에서 임피던스 튜너는 DUT의 전
원 임피던스 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증폭기는 잡
음전력의 크기를 측정 가능한 크기로 증폭시켜주는 역할

을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전원 임피던스에 따른 DUT
의 잡음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 자료는 1) 

의 변화에 따른 잡음파 b의 측정 결과, 2) 각각의 에

대한 임피던스 튜너의 S-파라미터, 3) DUT와 증폭기의 S-
파라미터, 4) 증폭기의 잡음상관행렬 CB이다. 

1)～3)의 측정 자료는 그림 5의 측정 구성에 대한 스펙
트럼 분석기의 잡음파 측정 결과와 회로망 분석기(net-
work analyzer)를 이용한 S-파라미터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증폭기의잡음상관행렬 CB는 별도의 측정구

성을 통한 측정 결과를 필요로 한다.
증폭기내의잡음전원은그림 5에보인바와같이, 증폭

기의 입력 및 출력에 잡음이 없는 이상적인 50 Ω 부하를

그림 5.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DUT의 잡음파 측
정을 위한 구성도

Fig. 5. Block diagram for noise wave measurements of 
DUT with variations of source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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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증폭기의 잡음상관행렬 측정 구성도
Fig. 6. Block diagram for noise correlation matrix mea-  

surement of amplifier.

  
연결하였을 때 나타나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잡음 전압으

로, c1B, c2B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c1B, c2B는 서로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 (1)과 같은 잡음 상관 행렬(noise 
correlation matrix) CB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9],[10].
  

  
  




  

 (1)
  
4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CB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 6과

같이 스펙트럼 분석기에 증폭기만 연결하고, 증폭기의 입
력 측에 term(termination), open, short, offset open을 각각
연결한후, 각각에대한잡음전력을 측정한다. 여기서 off-
set open은 open과 위상이 다른 open을 말한다.

Term, open, short, offset open 각각의 경우에 대해 측정
된 잡음전력을 Nt, No, Ns, Nd라고 하면, 이 각각의 잡음전
력은 잡음상관행렬 CB의 항들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B를 구하는 행렬식은 식 (2)와 같다.  

     

     
    













   

 

 


 

  

 


 

 


 

  

 


 

 


 

  

 


  
 

  
 

            (2)

식 (2)에서 는 각각 open, short, offset open의
반사계수를 나타내고, ct는 term에서 발생하는 열잡음을

나타낸다. 이 식 (2)를 통해 증폭기의 잡음상관행렬 CB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잡음지수 계산에 필요한 측정 자료는 모두 얻었고, 이

를 이용한 계산과정은 우선 그림 5의 구성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임피던스 튜너와 DUT가 결합된 구조에 대해서
잡음요소 FC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 계산된 각각의 잡음
요소 FC에서 임피던스 튜너가 DUT에 주는 잡음효과를
제거한다.
먼저, 그림 5에서 임피던스 튜너와 DUT가 결합된구조

의 S-파라미터를 SC, 그리고 이 결합된 구조의 입력 및 출
력 포트에서 발생하는 잡음전압을 c1, c2라고 할 때, 이 결
합된 구조의 잡음요소 FC는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3)
  
식 (3)을 kTo로 정규화하면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4)
  
그리고 그림 5의 구성에서 측정된 잡음파 b는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와 는 식 (6)과 같다.
  

       (5)
    

    

  ,   

   
(6)

  

식 (5)를 으로 전개하였을 때, c2는 다른 잡음들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

다. 그리고 앞서 측정된 측정자료 1)～4)를 통해 
의

값을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된 
을 식 (4)에대입하

면 임피던스 튜너와 DUT가 결합된 구조의 잡음요소 FC

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주목할점은이와같은계산방법은스펙트럼분

석기의 잡음파측정 시의 기준온도 To=290 °K와 그림 5에
서 term에 의해 발생하는 열잡음의 온도가 같은 경우로
한정된다. 일반적인 경우, 즉 term의 온도가 To가 아닌 임

의의 온도 T1일 때는 T1에 대한 잡음요소 FC,T1으로 계산

되게 된다. 이는 기준 온도의 차이에 의한 계산상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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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 To에대한잡음요소 FC,To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이 변환은 식 (7)과 같이계산되게 된다.

  


 




 
(7)

3-1-2 임피던스 튜너의 잡음영향 제거

앞선 과정을 통해 임피던스 튜너와 DUT가 결합된 구
조에 대한 잡음요소 FC를 계산하였다. 이 계산된 잡음요
소 FC에서 임피던스 튜너가 주는 잡음영향을 제거하고, 
DUT만의 잡음요소 FD를 계산한다. 그림 5에서 임피던스
튜너와 DUT가 결합된 구조(음영 표시)만을 그림 7에 보
였다. 
그림 7의 임피던스 튜너와 DUT가 결합된 구조에서 출

력되는 잡음전압은 c1, c2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결합된 구
조는 임피던스 튜너에서 출력되는 잡음전압 c1T, c2T와

DUT에서 출력되는 잡음전압을 c1D, c2D로 분해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원임피던스가 일 때, DUT의 잡

음요소 FD는 식 (8)과 같이 표현된다[9]. 여기서 주목할 점
은 식 (8)은 임피던스 튜너의 잡음 영향 없이, 전원 임피
던스에 대한 DUT의 잡음요소를 표현한 식이다.

  

  
 





      

   


 (8)

따라서 식 (8)에 나타낸 N을 계산하면 전원 임피던스

그림 7. 임피던스 튜너와 DUT가 결합된 구조의 잡음표현
Fig. 7. Noise representation of structure cascaded with im-

pedance tuner and DUT.

에 대한 DUT의 잡음요소 FD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식 (8)의 N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피던스 튜너의
잡음상관행렬 CT를 얻어야 한다. 임피던스 튜너는 수동소
자이므로, 이에 대한 잡음상관행렬은 S-파라미터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이는 식 (9)로 표현된다. 식 (9)에서 T1/To는

임피던스 튜너의 온도가 임의의 온도 T1일 때, 기준온도
To에 대한 잡음상관행렬로 변환하기 위한 항이다. 

  

  


    †   

   

  (9)
  
임피던스 튜너와 DUT가 결합된 구조에서 출력되는 잡

음전압 c2는 식 (10)과 같이 각각으로 분해된 잡음전압으
로 나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식 (11)과 같고
   

  


  



   

 
  

 

(11)
 
식 (10)을 

으로 표현하면 식 (12)와 같다.
   


      (12)

   
그리고 이 

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는 식 (4)를 통

해 식 (13)으로 나타낼 수 있다.
   


  

 
  (13)

 
식 (12)에 식 (13)을 대입하고 전개하면, 식 (12)에서 c2T

는 c1D, c2D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식 (12)의
우변을 식 (8)의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식 (8)의 N은 식 (14)와 같이 표현된다. 식 (14)는
앞서 구해진 값들을 통해 결정될 수 있고, 이를 식 (8)에
대입하면 전원 임피던스 에 대한 DUT의 잡음요소 FD

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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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2 잡음 파라미터 추출과정

3-1절에서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잡음전력 측정을 통해
전원 임피던스 에 대한 DUT의 잡음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였다. 이 방법을 이용해, 여러 전원 임피던스에
대해 DUT의 잡음지수를 계산하고, 이 계산된 잡음지수
값들에 대한 잡음 파라미터를 도출하려고 한다.
계산된 DUT의 잡음지수 결과를 이용한 잡음 파라미터

추출은 ADS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고, 이에 대한 시뮬레
이션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의 시뮬레이션 구조에서 증폭기 소자는 DUT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증폭기 소자를 사용한 것은 잡음파
라미터 성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증폭기소자는잡음전력을측정한단일주파수에대한 DUT
의 S-파라미터를 입력하고, 잡음파라미터 NFmin, Sopt, Rn은

변수로 설정한다. 여기서 잡음 저항 Rn은 잡음파라미터를

전압과 전류의 관계로 볼 때,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한
다. Rn이 항상 양의 값을 조건은 식 (15)와 같고, 이를 만
족하도록 설정하였다.

  

 

m in  

(15)
  
그리고 임피던스 튜너의 전원임피던스 는 저항 R과

그림 8. 잡음지수 결과에 대한 잡음 파라미터 추출 시뮬

레이션 구조

Fig. 8. Simulation structure for extraction of noise para-
meters using results of noise figure.

Z1P_Epn을 이용하여    의 형태로 입력된다.
잡음전압 vn은 잡음 스펙트럼 밀도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잡음 스펙트럼 밀도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개방된 저항 R의 시간 축에서의 총 전력은 식
(16)과 같게 된다[11]. 

  

     (16)

시뮬레이션에서 B=1 Hz이고, 입력된 의 실수부가 r
이므로 그림 8의 잡음전압 vn은 식 (17)로 설정된다.

  

   (17)
  
AC전압 V1은 회로가 복소정합되었을 때 최대전력이 1

이 되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그림 8의 시뮬레이션 구조에
서 복소정합되었을 때의 최대전력은 식 (18)과 같고, 이
최대전력이 1이 될 때의 AC 전압 V1은 식 (19)가 된다.

  

max 

 

(18)
    

    (19)

이와 같이 설정된 그림 8의 시뮬레이션 구조에서 ADS
의 AC 잡음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전원 임피던스에 대
한 임의의 잡음 파라미터에 대한 잡음지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잡음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
를 통해, 전원 임피던스에 대해 계산된 잡음지수 값을 갖
는 잡음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여러 전원 임피던스 결과에 적용하면, 전원 임피

던스의 변화 따라 측정된 DUT의 잡음지수를 갖는 잡음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3-3 잡음 파라미터 추출결과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DUT의 잡음전력을 측정
하는 장비 구성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의 측정구성에서 사용된 장비로는 Agilent사의

E4446A 스펙트럼 분석기, E3647A 전원공급기, 34411A 
멀티미터와 Maury사의 8045D1 임피던스 튜너 그리고 증
폭기는 Wenteq사의 ABL1800-03-2825 LNA를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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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잡음전력 측정구성

Fig. 9. Measurement set-up of noise power using spectrum 
analyzer.

 
  측정과정은 먼저, 임피던스 튜너를 회로망 분석기로 2-
포트 측정을 통해 측정하고자하는 전원임피던스로 조절

한다. 그리고조절된 임피던스 튜너와 DUT의 잡음전력을
그림 9의 구성을 통해 측정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여
러 전원 임피던스 값에 대한 잡음전력 결과를 측정하고, 
이를 3-1절과 3-2절의 계산과정 및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
해 잡음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수동 DUT인 BW-S10W2+ 10 dB 감쇠

기와 능동 DUT인 HMC-313 증폭기의 잡음 파라미터를
추출하였다. 측정 주파수는 5 GHz이며, 이에 대한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의 결과에서 10 dB 감쇠기의 경
우, 그림 3에 나타낸 S-파라미터의 이론값과 비교하였을
때, 그 오차는 NFmin이 약 0.07 dB, Rn은 약 4 Ω, Sopt는 거

표 1. 잡음 파라미터 추출 결과
Table 1. Extraction results of noise parameters.

DUT Frequency
(GHz)

NFmin

(dB) Rn(Ω) Sopt

10 dB 감쇠기 5 10.236 128.25 0∠60°
HMC-313 
증폭기

5 6.753 41.598 0.428
∠133.7°

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Ⅳ. 결과 비교 및 검증

제안된 2가지 방법으로 수동 및 능동 DUT에 대한 잡
음 파라미터를 추출하였다. 제안된 방법 중 6-포트 회로
망을 이용한 방법은 DUT의 잡음상관행렬을 측정하여 잡
음 파라미터를 직접 추출한 것으로, 전원 임피던스의 변
화에 따른 잡음지수를 측정된 잡음 파라미터를 통해 예

측할 수 있다. 제안된 다른 방법은 6-포트 회로망을 이용
한 방법과는 반대로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DUT
의 잡음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잡음 파라미터를 추
출하였다. 따라서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면, 6-포트 회
로망으로 측정된 잡음 파라미터가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

에 따라 측정된 잡음지수를 정확히 예측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6-포트 회로망으로 측
정된 잡음 파라미터를 검증할 수 있다.
수동 및 능동 DUT에 대한 두 방법의 결과비교는 1) 주

파수 5 GHz에서의 잡음 파라미터 결과와 2) 전원 임피던
스 전 평면에 대한 잡음지수를 나타내는 잡음원 결과를

비교하였다. 잡음원은 잡음파라미터에 대한 함수[11]이기

때문에, 잡음 파라미터 결과를 통해 도출된다. 
먼저, 수동 DUT인 BW-S10W2+ 10 dB 감쇠기에 대한

잡음 파라미터 결과를 비교하였고, 이를 표 2에 보였다.
표 2의 10 dB 감쇠기에 대한 잡음파라미터 비교 결과, 

두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opt의 위

상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원점에 가까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잡음원 결과는 그림 10에 보였다.
그림 10에 보인 10 dB 감쇠기의 잡음원 비교결과, 그래

표 2. 10 dB 감쇠기의 잡음 파라미터 결과 비교
Table 2. Comparison for noise parameter results of 10 dB 

attenuator.

구 분
Frequency

(GHz)
NFmin

(dB)
Rn(Ω) Sopt

6-포트를
이용한 방법

5 10.288 131.3 0.008
∠—138.3°

튜너를 이용한

방법
5 10.236 128.25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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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0 dB 감쇠기의 잡음원 비교 결과
Fig. 10. Comparison for noise circle results of 10 dB atte-

nuator.
 
프에서 □는 6-포트 측정된 잡음 파라미터의 잡음원 결과
이고, ●는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DUT의 잡음지
수 측정 결과로 추출된 잡음 파라미터의 잡음원 결과이

다. 이 그림 10에서 각각의 잡음원이 나타내는 잡음지수
는 NFmin에서 NFmin+5까지이며, 이때 잡음지수의 간격은
1이다. 그림 10을 통해 2가지 방법의 잡음원 결과가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능동 DUT인 HMC-313 증폭기에 대한 잡음 파라미터

결과 비교는 표 3에 보였다.
표 3의 HMC-313 증폭기의 잡음 파라미터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것을확인할 수있다. 매우작게 발생한 이오차
들은 각각의 방법을 이용한 잡음 파라미터 측정 시, DUT
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HMC-313 증폭기의 잡음 파라미터 결과 비교
Table 3. Comparison for noise parameter results of HMC- 

313 amplifier.

구 분
Frequency

(GHz)
NFmin

(dB) Rn(Ω) Sopt

6-포트를
이용한 방법

5 6.849 42.286
0.426
∠133.6°

튜너를 이용한

방법
5 6.753 41.598

0.428
∠133.7°

그림 11. HMC-313 증폭기의 잡음원 비교 결과
Fig. 11. Comparison for noise circle results of HMC-313 am-

plifier.
 
표 3의 잡음파라미터결과에대한잡음원 결과를 그림

11에 보였다.
그림 11의 HMC-313 증폭기의 잡음원 비교결과 그래프

에서 □는 6-포트 측정된 잡음 파라미터의 잡음원 결과이
고, ●는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DUT의 잡음지수
측정 결과로 추출된 잡음파라미터에 대한 잡음원 결과이

다. 이 그림 11에서 각각의 잡음원이 나타내는 잡음지수
는 NFmin에서 NFmin+5까지이며, 이때 잡음지수의 간격은
1이다. 그림 11의 비교결과, 두 방법에 대한 잡음원의 결
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6-포트로 측
정된 잡음 파라미터가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수

동 및 능동 DUT의 잡음지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NFA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더 범용적
인 장비인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2가지의 잡음 파
라미터 측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첫 번째 방법으로
6-포트 회로망을 이용한 측정방법을 보였고, 두 번째 방
법으로는 전원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잡음지수를 측정

하고, 이를 이용하여 잡음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보였다. 제안된 2가지 방법을 통해 수동 및 능동 DU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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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잡음 파라미터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두 잡음 파라
미터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두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잡음 파라미터 결과에 대한 잡
음원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잡음원 결과의 비교를 통해
6-포트 회로망으로 측정된 잡음 파라미터가 전원 임피던
스의 변화에 따라 측정된 잡음지수를 정확히 예측하다는

것을 보였고, 이를 통해 6-포트 회로망으로 측정된 잡음
파라미터 결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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