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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출력 측정을 통한 94 GHz Gunn Diode의 최대 전력 조사

A Evaluation of the Maximum Power of the 94 GHz Gunn Diode 
Based on the Measured Oscilla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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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94 GHz Gunn 고정발진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발진기에 사용된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을 조사하였다. 94 GHz Gunn 고정발진기는 InP Gunn 다이오드가 사용되었고, WR-10 도파관 구조로 설계 및
제작되었다. 제작된 발진기는 발진주파수 95 GHz에서 12.64 dBm의 출력 전력과 1 MHz 오프셋 주파수에서 —92.7 
dBc/Hz의 위상잡음 성능을 보였다. 발진기에 사용된 InP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발진기 구조를
턱이 있는 구조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 턱의 높이를 변화시켜, 발진기가 몇 가지의 다른 부하 임피던스를 갖도록 하였
다. 이 몇 가지의 다른 부하 임피던스에 대한 결과로써, 포스트 면에서의 부하 실수부 GL에 대한 발진 신호 V2의 그래프

를 얻었다. 이 GL—V 2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이 포함된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 16.8 dBm을
얻었다. 그리고 short된 Gunn 다이오드와 제로 바이어스 상태의 Gunn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을
계산하였다.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을 보상한 InP Gunn 다이오드만의 최대 전력은 95 GHz에서 18.55 dBm이다. 이는
사용된 Gunn 다이오드의 데이터시트에 가까운 결과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94 GHz Gunn oscillator and the evaluation of the maximum power of the Gunn 
diode used in the oscillator are presented. The 94 GHz Gunn oscillator is used InP Gunn diode and designed employing a WR-10 
waveguide. The designed oscillator is fabricated through machining and its performance is measured. The fabricated oscillator shows 
an oscillation frequency of 95 GHz, output power of 12.64 dBm, and phase noise of —92.7 dBc/Hz at 1 MHz offset frequency. To 
evaluation the maximum power of the InP Gunn diode used in oscillator, the oscillator structure is modified to a structure having a 
diaphram. The height of thick diaphram which is used in the oscillator is varied. As a result, an oscillator has several different load 
impedances, which makes it possible to plot GL—V 2 plot at the post plane. Using the GL—V 2 plot, the maximum power of used Gunn 
diode including post is computed to be 16.8 dBm. Furthermore using the shorted and zero bias Gunn diode, the post loss us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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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GHz 주파수 대역은 밀리미터파에서도 대기 중 전
파 시 감쇠가 적다. 그리고 그 파장이 짧아 빔(beam)의 폭
을 매우 좁게 만들 수 있어서 높은 분해능을 요구하는 군

용 레이더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이러
한 주파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호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발진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1]～[6].
이와 같은 밀리미터파(30～300 GHz) 발진기에는 최근

반도체 공정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MOSFET이나 BJT 
또는 HEMT와 같은 3단자 소자도 이용되고 있지만[7], 가
격과 출력 전력 측면에서 아직은 IMPATT나 Gunn 다이오
드와 같은 2단자 소자가 많이 쓰이고 있다. 

IMPATT나 Gunn 다이오드는 밀리미터파에서 부성저
항특성 갖기때문에발진기소자로사용될 수있다. 하지
만 IMPATT 다이오드의 경우 효율은 좋으나, 잡음특성이
좋지 못해 발진기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Gunn 다이오드는 소자의 수명이 뛰어나고 높은 출력을
가지며, 잡음 또한 적어 발진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Gunn 다이오드의 종류에는 크게 GaAs Gunn 다이오드
와 InP Gunn 다이오드의 두 종류가 있다. GaAs가 InP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GaAs Gunn 다이오
드가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W-band 이상의 높은 밀리
미터파에서는 전자의 이동속도가 더 빠르고, 출력 전력과
효율이 더 좋은 InP Gunn 다이오드를 선호하고 있다[8].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InP Gunn 다이오드의 제작기

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
구를 통해 제작된 다이오드의 성능을 조사할 방법이 필

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기존의 Gunn 다이오드를 이용한
발진기에 대한 논문들[1]～[6]중에는 이와 관련된 논문이 없

다. 따라서 Gunn 다이오드의 성능을 조사할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94 GHz Gunn 고정발진기를 설
계 및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된 Gunn 다이오드
의 최대 전력을 조사하였다. 94 GHz Gunn 고정발진기의
Gunn 다이오드는 InP Gunn 다이오드를 이용하였으며, 구
조는 WR-10 도파관 구조를 이용하여 설계 및 제작하였
다. 제작된 발진기는 95 GHz의 발진주파수에서 12.64 
dBm의 출력 전력과 1 MHz 오프셋 주파수(offset frequen-
cy)에서 —92.7 dBc/Hz의 위상잡음 성능을 보였다.
발진기에 사용된 InP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 조사

를 위해 발진기의 구조를 턱이 있는 구조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 턱의 높이를 변화시켜, 발진기가 몇 가지의 다
른 부하 임피던스를 갖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Gunn 다이
오드가 몇 가지의 다른 임피던스를 바라보게 하였다. 그
결과, 부하의 실수부에 대한 발진 신호의 그래프를 얻었
으며,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
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InP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은
95 GHz의 발진주파수에 18.55 dBm이었으며, 이는 데이
터시트(datasheet)에 가까운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Ⅱ. 94 GHz Gunn 고정발진기

2-1 고정발진기의 설계

발진기에 사용된 Gunn 다이오드는 MDT(Microwave 
Device Technology)사의 AGIP2001-16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다이오드는 InP를 이용한 Gunn 다이오드로써, 발진주
파수 93.8 GHz에서 18.7 dBm의 출력 전력 성능을 갖는다. 
그림 1에는 설계된 발진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발진기
구조는 WR-10 도파관를 이용하여 설계하였고, 상부 몸체
와 하부 몸체로 나누어져 있다. 상부 몸체에는 바이어스
포스트(bias post)가 있고, 하부 몸체에는 Gunn 다이오드
가 조립되어 있다. 
바이어스 포스트는 디스크(disk), 저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 그리고 feed thru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크는 공

DC biasing can be computed. Using the two losses, The maximum power of a InP Gunn diode is computed to be 18.55 dBm at 95 
GHz. This result is close to a datasheet. 

Key words: 94 GHz Gunn Oscillator, InP Gunn Diode, Maximum Power



발진출력 측정을 통한 94 GHz Gunn Diode의 최대 전력 조사

473

그림 1. 발진기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oscillator.

 

진주파수를 조정하는 역할이며, 저역 통과 필터는 RF 초
크(choke) 역할, feed thru는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인가하
는 역할을 한다. LPF가 있는 부분의 외벽은 절연을 위해
서 에노다이징(anodizing)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백숏(ba-
ck short)은 출력 전력을 조절한다.
발진기의 시뮬레이션은 Ansoft사의 HFSS(High Frequ-

ency Structure Simulator)를 이용하였다. 그림 2에는 HFSS
의 시뮬레이션 구조를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에서 포트 1은 50 ohm 급전선, 포트 2는 도

파관 포트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94 GHz에서
두 포트가 정합되고, 공진점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주파수 특성은 S11과 S21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방법은 참고문헌 [9]를 통해 발진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시, disk의 두께 t는 가공이 가능한 최소 두

께인 8 mil, 높이 h=20 mil, 포스트(post)의 직경은 d는 18 
mil로 고정하고, 디스크의 반경 r을 통해서 정합 및 공진
주파수를 조정하였다. 디스크 반경 r의 변화에 대한 S11과

S21의 크기 결과 그래프는 그림 3(a)와 (b)에 나타내었다. 
그림 3(a)와 (b)의 결과를 통해 반경 r=42 mil일 때 94.4  

그림 2. 발진기의 HFSS 시뮬레이션 구조
Fig. 2. HFSS simulation structure of oscillator.
 
GHz에서정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이와 같이 결
정된 디스크의 반경 r=42 mil에 대한 S11의 스미스 차트

(Smith chart) 결과를 그림 3(c)에 보였다. 그림 3(c)의 결과
를 통해 94.4 GHz에서 공진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고정발진기의 제작 및 측정

그림 4에는 제작된 발진기를 나타내었다. 제작된 발진
기는 상부 몸체와 하부 몸체로 나눠져 있다. 상부 몸체에
는 바이어스 포스트, 백숏, WR-10 도파관이 있으며, 하부
몸체에는 Gunn 다이오드가 조립된 구조이다. 
그림 5에는 발진기의 측정 구성을 나타내었다. 측정 구

성은 3-포트 커플러를 이용하여, 한 쪽에는 전력센서(po-
wer sensor) 및 전력메터(power meter)를 연결하고, 한 쪽
에는 고주파 믹서(harmonic mixer) 및 스펙트럼 분석기

(spectrum analyzer)를 연결하여 한 번에 발진주파수와 출
력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용된 전력메
터는 Agilent사의 N1911A, 전력센서는 W8486A, 스펙트럼
분석기는 E4440A, 고주파 믹서는 11970W 모델을 사용하
였다. 
측정 결과, 발진주파수 95 GHz에서 12.64 dBm의 출력

전력을 얻었다. 위상잡음 결과는 그림 6의 스펙트럼 측정
결과를 통해 계산되었다. 위상잡음 계산 결과, 1 MHz 오
프셋 주파수에서 —92.7 dBc/Hz를 얻었다. 이는 도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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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디스크 반경 r에 따른 S11 크기 특성
(a) Magnitude characteristic of S11 with disk radius r

(b) 디스크 반경 r에 따른 S21 크기 특성
(b) Magnitude characteristic of S21 with disk radius r

(c) r=42 mil일 때 S11의 스미스 차트 결과

(c) Smith chart result of S11 at r=42 mil

그림 3. 발진기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 3. Simulation result of oscillator.

(a) 결합된 형태
(a) Combined form

(b) 상부 몸체
(b) Top body

(c) 하부 몸체
(c) Bottom body

그림 4. 제작된 발진기
Fig. 4. Fabricated oscillator.
 
구조를 이용한 발진기의 일반적인 위상잡음의 정도이다. 
그리고 그림 6의 스펙트럼의 결과에서 1 MHz 오프셋 주
파수보다 높은 오프셋 주파수에서 같은 위상잡음의 결과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주파 믹서에서 발생하는 불요
파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발진출력 측정을 통한 94 GHz Gunn Diode의 최대 전력 조사

475

그림 5. 발진기의 측정 구성
Fig. 5. Measurement set-up of oscillator.

 

그림 6. 스펙트럼 측정 결과
Fig. 6. Measurement result of spectrum.

 
표 1. 제작된 발진기의 성능
Table 1. Specifications of fabricated oscillator.

fo[GHz] Po[dBm]
Phase noise @ 1 MHz offset 

frequnecy[dBc/Hz] 
95 12.64 —92.7

표 1에는 제작된 94 GHz Gunn 고정 발진기의 성능을
정리하였다. 
표 2에는 본 논문에서 제작된 발진기와 참고논문들의

발진기에 대해 성능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참고논문들의
발진기는 본 논문과 같은 도파관 구조를 이용한 발진기

Ref.  (GHz) Po(dBm)
Phase noise

@1 MHz offset freq.
[1] 95 15 —101.78 dBc/Hz
[10] 94 19.8 -
[11] 93.9 11.34 —102.79 dBc/Hz 

This work 95 12.64 —92.7 dBc/Hz

표 2. 발진기의 성능 비교

Table 2. Specification comparison of oscillators.

이다. 성능 비교 결과, 위상잡음 성능은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해 출력 전력 성능은 참고논문 [1]과 [10]에 비해
낮다. 이는 사용된 Gunn 다이오드의 성능 차이도 있지만, 
본 논문의 발진기가 사용된 Gunn 다이오드의 출력을 최
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진기 발진출력 성능은 참고논문들에 비해 다소 떨어

지지만, 발진출력 측정은 가능하므로 제작된 고정발진기
를 이용하여, 발진기에 사용된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
력을 조사하였다.

Ⅲ.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 조사

3-1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 조사방법 

Gunn 다이오드를 이용한 발진기에서 Gunn 다이오드가
갖는 발진 신호의 진폭을 A라 하면, 부하 측에서 들여다
본 Gunn 다이오드의 임피던스를 식 (1)로나타낼수 있다. 

  

   (1)
  
Gunn 다이오드는 비선형소자이기 때문에 발진 신호 A

의 진폭이 증가하면, 부성저항의 실수부 G(A)는 그림 7과
같이 포물선 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때 발진 신호의 진폭 A를 A2으로 바꾸면, 그림 8과

같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발진이 형성된 후, 발진평형이 되면 임피던스의 합이 0

이 되기 때문에 부성저항 G와 부하의 실수부 GL은 같아

지게 된다. 따라서 발진평형 시에는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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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발진 신호 A의 진폭에 따른 부성저항
Fig. 7. Negative resistance with amplitude of oscillation sig-

nal A.
 

그림 8. 발진 신호 A2에 따른 부성저항

Fig. 8. Negative resistance with amplitude of oscillation signal 
A2.

 
따라서 부하에 전달된 전력은 식 (3)이 된다.
  

  



 


   (3)

  
식 (3)에서 부하 GL의 변화에 따른 최대 출력점은 식

(4)와 같다.
  







    (4)

  
따라서 부하의 실수부 GL을 식 (5)와 같이 선택하면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12]. 
  

 


(5)

그림 9. 턱이 있는 발진기 구조
Fig. 9. Oscillator structure with chin.
 
이와 같은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 Gunn 다이오드의 최

대 전력 조사는 그림 8과 같은 GL—A2의그래프를 얻으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과 같은 선형적인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

프 상의 결과점이 최소 3개 이상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이를 위해 발진기의 구조를 그림 9와 같이 턱
이 있는 구조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5개의
턱의 높이 0, 20, 30, 35, 40 mil을 이용하여 5개의 외부회
로망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외부회로망이랑 그림 9에 나
타낸 것과 같이 Gunn 다이오드와 바이어스 포스트를 제
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이 외부회로망에서 턱의 높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한 쪽 끝을 백숏 대신 Term으로 연결하였다.
구성된 5개의 외부회로망을 이용하여, 5개의 부하 임

피던스와 5개의 발진 신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얻어진 GL—A의 5개 쌍으로부터 그림 10과 같은 GL—

A2의 측정 결과점 B, C, D, E, F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5개의 측정 결과점을 통해 GL—A2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얻어진 그래프의 최대 출력점을 통해 Gunn 다이오
드의 최대 전력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0의 그래프를 통해 구해진 Gunn 다이오

드의 최대 전력은 바이어스 포스트를 제외한 외부회로망

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을 포함하
고 있는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이다.
따라서 Gunn 다이오드만의 최대 전력을 조사하기 위

해서는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과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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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L—A2 그래프
Fig. 10. GL—A2 plot.

3-2 조사과정에 필요한 측정 자료

조사과정에 필요한 측정 자료는 1) 턱의 높이에 따른
외부회로망, 2) 턱의 높이에 따른 발진주파수 및 출력 전
력이다. 

3-2-1 턱의 높이에 따른 외부회로망

외부회로망을 측정하기 위해서 발진기를 2-포트 측정
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바이어스 포스트와

Gunn 다이오드를 제외하기 위해서 WR-10 도파관 구조만
있는 상부 몸체와 Gunn 다이오드가 없는 패키지가 조립
된 하부 몸체를 사용하였다.
그림 11에는WR-10 도파관구조의상부몸체를보였고, 

그림 12에는 Gunn 다이오드가 없는 패키지가 조립된 하

  

    (a) 윗면 (b) 아랫면
    (a) Upper surface             (b) Under surface   

그림 11. 외부회로망 측정 시의 상부 몸체
Fig. 11. Top body at outside circuit measurement.

그림 12. 외부회로망 측정 시의 하부 몸체
Fig. 12. Bottom body at outside circuit measurement.
 

그림 13. 도파관 측정 구조
Fig. 13. Measurement structure of waveguide.

 
부 몸체를 보였다. 
외부회로망은 그림 11의 상부 몸체와 그림 12의 하부

몸체를 조립하고, 한 쪽 포트에 발진기 전체 길이의 절반
길이에 해당하는 도파관을 연결하여 교정한 후 S-파라미
터(S-parameter)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측정 시의 측정 기
준면은 그림 13과 같다. 이와 같은 측정된 도파관의 결과
를 이용하면, 그림 9의 포스트 면을 기준으로 한 발진기
의 시뮬레이션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Agilent의 E8363C 회로망 분석

기(Network Analyzer)와 N5260A 밀리미터파 제어기(Mi-
llimeter-Wave Controller) 그리고 Morgan Hill의 밀리미터
파 주파수 확장기(Millimeter Wave VNA Extender)이다. 그
리고 턱의 높이에 따른 도파관의 삽입 손실 측정 결과는

그림 14와같다. 그림 14의 측정결과를 통해높이에따라
삽입손실의 결과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5개의 서로 다른 외부회로망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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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턱의 높이에 따른 도파관 측정 결과
Fig. 14. Waveguide measurement result with height of chin.

3-2-2 턱의 높이에 따른 발진주파수 및 출력 전력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을 조사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 얻고자 하는 GL—A2 그래프는 GL의 변화에 따라 발

진주파수가 일정해야 한다. 하지만 턱의 높이 따라 변화
하는 외부회로망의 허수부 임피던스는 발진주파수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턱의 높이에 따른 발진기 측정
시, 발진주파수의 변화 범위를 1 GHz 이내로 가정하고
측정하였다. 측정 시의 측정 구성은 그림 5와 동일하다.
표 3에는 턱의 높이에 따른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 및

출력 전력 측정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3의 발진주파수 측정 결과, 제작된 발진기의 발진주

파수인 95 GHz에서가정한변화 범위인 1 GHz 이내에있
는것을 확인할 수있다. 그리고출력 전력의측정결과는
그림 14에서 턱의 높이에 따라 삽입손실은 증가하지만, 
턱의 높이가 30 mil일 때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이(mil) 발진주파수(GHz) 출력 전력(dBm)
0 94.428 5.3
20 94.962 6.5
30 94.462 7.3
35 94.428 6.4
40 95.462 3.9

표 3. 턱의 높이에 따른 발진기의 측정 결과
Table 3. Measurement result of oscillator with height of 

chin.

이는 각각의 턱 높이에 따라 외부회로망의 임피던스가

다르고, 이에 따라 Gunn 다이오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3-3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 조사과정

3-3-1 발진기의 발진 형태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 조사과정은 우선 발진기
의 발진 신호 A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발진 신호 A는
제작된발진기의발진 형태를 통해알수 있으며, 발진형
태가 직렬이면 전류 I, 병렬이면 전압 V가 된다. 
제작된 발진기의 발진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Gunn 

다이오드에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2-포트 S-파라미터 측
정을 하였다. 발진기의 2-포트 S-파라미터측정 결과를소
신호 발진 조사 방법[12]을 이용하여 발진형태를 확인하였

다. 발진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그림 15와
같다. 시뮬레이션은 Agilent사의 ADS를 이용하였다. 그림
15(a)는 직렬발진을 조사하는 시뮬레이션이고, 그림 15(b)
는 병렬발진을 조사하는 시뮬레이션이다. 2-포트 S-파
라미터 측정하였기 때문에 부하는 측정 포트인 50옴이
되고, 능동부는 측정 결과와 다른 한 쪽의 측정 포트가
된다.

(a) 직렬 발진 조사
(a) Investigation of series oscillation

(b) 병렬 발진 조사
(a) Investigation of parallel oscillation

그림 15. 발진 형태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 구조

Fig. 15. Simulation structure to verify oscill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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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렬 발진 조사
(a) Investigation of series oscillation

(b) 병렬 발진 조사
(b) Investigation of parallel oscillation

그림 16. 발진 형태 시뮬레이션 결과
Fig. 16. Simulation result of oscillation type.
 
그림 16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였다. 그림 16(a)는 직

렬 발진 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그림 16(b)는
병렬 발진 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실선은 실수부를, 점선은 허수부에 대한 결과
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부성저항을 가지면서 허수부가 0이

고,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16(b)
의병렬 발진인 것을확인할수 있다. 따라서발진기는병
렬 발진하며, 발진 신호 A는 전압 V가 된다.

3-3-2 조사과정

(a) GL에 대한 시뮬레이션 구조

(a) Simulation structure of GL

(b) 발진 신호 V 2 위한 시뮬레이션 구조
(b) Simulation structure for oscillation signal V 2

그림 17. 발진기 시뮬레이션 구조
Fig. 17. Simulation structure of oscillator.

 
그림 9의 포스트 면에서의 GL과 V2을 얻기 위한 발진

기의 시뮬레이션 구조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에서 Zw

는 3-2의 측정 자료에서 턱이 없는 도파관, 즉 턱의 높이
가 0 mil인 측정 결과이고, Zh는 5개의 턱의 높이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그림 17(a)는 GL에 대한 시뮬레이션 구조이고, 그림 17 

(b)는 V 2을 구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구조이다. 그림 17(a)
의 Y-파라미터(Y-parameter) 시뮬레이션을 통해 턱의 높
이에 따른 GL은 쉽게 구할 수 있다. 턱의 높이에 따른 포
스트 면에서의 V2은 먼저, 그림 17(b)의 AC 시뮬레이션
통해 포스트 면에서의 전압 V 1

2과 출력 포트에서의 전압

V 2
2의 비를 구한다. 그 다음 턱의 높이에 따라 측정된 출

력 전력 Po를 이용하여 출력 포트에서의 전압 V o
2를 계산

한다. 식 (6)과 같이 계산된 Vo
2과 V1

2/V2
2의 비를 이용하면

포스트 면에서의 V 2를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6)

    

  






×


(7)
  
이와 같이 구해진 GL과 V2을 이용하여, 5개의 GL—V 2 

측정 결과점을 얻었다. 그리고 이 측정 결과점과 OriginTM

의 선형 보간(linear fit) 기능을 이용한 최소자승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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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사용된 Gunn 다이오드의 GL—V 2 그래프
Fig. 18. GL—V 2 plot of used Gunn diode.

 
그림 18의 GL—V 2 그래프를 얻었다. 
그림 18의 GL—V 2 그래프를 통해 Gunn 다이오드의 최

대 전력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최대 전력은 16.8 
dBm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이어스 포스트
의 손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unn 다이오드 만의 최
대 전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상과정이 필

요하다.  

3-3-3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 보상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은 발진기의 2-포트 S-파라미
터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측정은 Gunn 다이오드에 바이어스가 인가되지 않은

제로 바이어스(zero bias) 상태와 Gunn 다이오드가 short된
상태에 대해 각각 이루어졌다. 두 상태에 대해 측정하는
것은 short된 상태는 Gunn 다이오드의 손실이 없는 상태
이므로, 두 상태에 대한 결과 비교를 통해, Gunn 다이오
드에 의한 손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바이어스 포스트만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 기준면은 그림 19와 같이 바이어스 포스트의 중심
이 되도록 교정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된 2-포트 S-파라미터 결과를 이용한

MaxGain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을
확인하였다. MaxGain은 수동소자가 무 손실이면 0 dB이
고,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결과 값으로 갖기 때문

그림 19.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에 대한 측정 구조
Fig. 19. Measurement structure for loss of bias post.
 

그림 20. MaxGain 시뮬레이션 결과
Fig. 20. Simulation result of MaxGain.

 

에 손실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측정 결과에 대한 MaxGain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20

과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 short된 상태와 제로 바이어스
상태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Gunn 다이오드에 의한손실은 없다는것을알 수있
다. 따라서 그림 20의 결과를 통해 주파수 95 GHz에서 바
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은 1.75 dB가 된다.
그림 20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구해진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을 보상한 InP Gunn 다이오드만의 최대 전
력은 18.55 dBm로 계산된다. 이는 데이터시트상의 최대
전력 18.7 dBm에 가까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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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94 GHz Gunn 고정발진기를 설계 및 제
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발진기에 사용된 Gunn 다이오
드의 최대 전력을 조사하였다.

94 GHz Gunn 발진기는 InP Gunn 다이오드를 이용하였
고, WR-10 도파관 구조로 설계 및 제작되었다. 제작된 발
진기의 측정 결과, 발진주파수는 95 GHz이며, 출력 전력
은 12.6 dBm, 위상잡음은 1 MHz 오프셋 주파수에서
—92.7 dBc/Hz의 결과를 얻었다.
발진기에 사용된 InP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전력을 조

사하기 위해서, 발진기 구조를 턱이 있는 구조로 변경하
였다. 이 턱의 높이를 변경하여 Gunn 다이오드가 몇 가지
의 부하 임피던스를 바라보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로, 부하 임피던스 GL에 대한 Gunn 다이오드 발진 신호
V 2의그래프를 얻을수 있었다. 이 GL—V 2 그래프를 이용
하여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이 포함된 Gunn 다이오드의
최대 출력 전력 결과 16.8 dBm을 얻었다. 바이어스 포스
트의 손실은 short된 Gunn 다이오드와 제로 바이어스 상
태의 Gunn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1.75 dB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바이어스 포스트의 손실이 보상된 Gunn 
다이오드만의 최대 출력 전력은 18.55 dBm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Gunn 다이오드의 데이터 시트에 가
까운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Gunn 다이오드 최대 전
력 조사방법은 국내에서 제작될 Gunn 다이오드에 대한
성능 조사 과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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