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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쌍의 L-형 모노폴 슬롯 공진기를 이용한 
X-밴드 트랜지스터 발진기 설계

Design of transistor oscillator for X-band application 
using a pair of L-shaped monopole slot resonator

이영민*, 이영순**

Yeong-min Lee*, Young-soon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제안되는 L-형 모노폴 슬롯 공진기를 이용한 X-band용 평면형 트랜지스터 발진기를 제안
하였다. 평면형 설계를 위해 끝이 개방된 L자형 모노폴 슬롯을 트랜지스터 발진기의 공진기로 사용하였다. 3단계를 통한 
공진기의 모의 실험 설계 결과 1169.84의 높은 Q 값과 49.934 dB의 높은 삽입 손실을 확인하였다. 최종 설계 및 제작
된 발진기의 측정결과 7 dBm 이상의 발진 출력과 100 kHz 오프셋에서 - 58 dBc/Hz의 양호한 위상 잡음 특성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발진기는 평면형으로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기술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DRO(유전체 공진 발진기)의 경우처럼 3D 구조의 금속 공동, 튜닝 스크류 등 추가 기기 없이 마이크로스트립
형태로만 구현할 수 있어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planar transistor oscillator for X-band using a newly proposed L-shaped 
monopole slot resonator is proposed. For planar design, an L-shaped monopole slot with an open-end
is used as a resonator for a transistor oscillator. As a result of the simulated design of the resonator in
three stages, a high Q value of 1169.84 and a high insertion loss of 49.934 dB were identified. The results 
of the final design and manufactured oscillator measurements confirmed that the oscillation output is 
greater than 7 dBm and has good phase noise characteristics of –58 dBc/Hz at 100 kHz offset. The 
proposed oscillator is planar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directly applicable to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technology.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reduce its size as it can only be 
implemented in microstrip form without additional devices such as metal cavities and tuning screws in 
3D structures, as in the case of a DRO (dielectric resonance oscillator).

Key Words : Planar Oscillator, open-ended slot, MMIC, Slot re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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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통신 시스템의 발전으로 군수, 자동차, 위성, 의
료, 가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RF(Radio 
Frequency) 센서와 같은 다양한 무선 통신 기기의 사용
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고주파수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진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위상 잡
음이 마이크로웨이브 발진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발진기의 위상 잡음 특성이 좋다면 
통신 시스템이 양호한 성능을 가질 수 있다[1-2]. 위상 잡
음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공진기의 Q 값이다. 
따라서 높은 Q 값을 가지는 공진기를 설계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4]. 일반적으로 유전체 
공진기가 높은 Q값을 가지는 특성이 있어 발진기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유전체 공진기는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파 집적회로(MMIC)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5-6]. 또한, 공정 작업이 복잡
하고, 고비용이라는 문제가 있다[3]. 이러한 MMIC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면형 공진기가 제안되고 연구 
및 개발되어왔다[7-8].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면형 
공진기 중 헤어핀 공진기는 Q 값이 높지 않고, 고온에서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개방 종단 대칭 슬롯 구조[9]를 
가지는 공진기를 CST MWS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제안
하고 있다. 이러한 슬롯 구조를 이용하여 Q 값을 높이고, 
구조적으로도 소형화된 발진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AWR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발진기 설계를 제시하고, 설계된 발진기 모듈을 제작하고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Ⅱ. 공진기 설계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
의 공진기의 핵심 이론인 개방 종단 슬롯 이론과 발진기
의 위상 잡음(Phase Noise) 특성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Quality factor의 정의를 제시한 후 본격적인 평면형 공
진기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모노폴 슬롯 이론

슬롯 공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반파장(
 ) 슬롯 

안테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반파장(
 ) 슬롯 안테나

Fig. 1. Half-wavelength(
 ) slot antenna

도체판에 약 
  길이의 슬롯을 만들고 중앙에 급전점

을 가지는 기본적인 공진 슬롯 안테나이다[10-11]. 슬롯이 
여기되면 그림 2(a)와 같은 전기장이 형성되고 전류가 슬
롯을 따라 흐르면서 공진이 발생한다. 이러한 반파장 슬
롯의 한쪽을 개방시켜 소형화시킨 형태가 그림 2(b)의 



  모노폴 슬롯 구조이다[9]. 그림 2(b)의 구조는 그림 

2(a) 구조의 반파장 슬롯 공진 구조에서 전기적인 개방 
지점(전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자계벽(magnetic 
wall)으로 간주하여 자계벽을 따라 절단된 구조로 전체 

슬롯 길이를 
  다이폴 슬롯 형태에서 

  모노폴 슬롯 

형태로 절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a) 


슬롯의 전기장 분포             (b) 


 모노폴 슬롯

그림 2. 슬롯 구조
Fig. 2. Slo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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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ality factor의 정의
Quality factor(이하 Q 값)라 함은 공진기 또는 공진 

회로의 주파수응답 대역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공진
회로의 대역폭 정의에 사용되며 공진 특성의 첨예도
(Sharpness)의 척도가 된다. Q 값이 클수록 주파수 선
택성이 좋아지며 에너지 축적률이 커진다. 반대로 Q 값
이 작아질수록 대역폭이 넓어지며 주파수 선택성이 나빠
지게 된다. Q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에 공진기
의 삽입손실 그래프와 수식을 제시하였다.

그림 3. 공진기 삽입 손실 그래프
Fig. 3. Resonator insertion loss graph

  
 그림 3과 수식 (1)-(3)을 이용하여 공진기의 Q 값을 

계산 할 수 있다[12]. 일반적으로 유전체공진기의 Q 값이 
약 1000정도인데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에 슬롯을 삽
입하여 최대한 높은 Q 값을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발진
기 측면에서 높은 Q 값을 가지는 공진기를 사용하여 설
계하는 것이 주파수 선택성을 높여 양호한 위상잡음 특
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계별로 슬롯 
공진기를 변형시켜 Q 값을 높여 양호한 위상잡음 특성을 
가지는 발진기를 설계할 계획이다.

  log             (1)

  log       (2)

 

                   (3)

3. 평면형 공진기 설계
유전체 공진기와 다이캐스팅 몰드(metal encloser)를 

삽입하기 위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유전체 공진
기 장착을 위한 수공정 과정에서의 편차, 집적화(MMIC)
하기 어렵다는 유전체 공진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평면
형 공진기 설계를 진행하였다. 

개방 종단 모노폴 슬롯 이론을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1 단계로 반파장 U-슬롯을 전송 선로에 삽입하여 공진
기 설계를 진행하였다.

  
 



 








   (4)

   ×
            (5)

식 (4) 및 (5)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스트립 기판의 선폭 
및 파장을 설계하고자 하는 10.525 GHz X-band에 맞
게 계산하였고, 전송선로에 반파장 U-슬롯을 삽입하여 
반사 손실() 및 삽입 손실()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
다. 그 후 2 단계로 개방 종단 L-형 모노폴 슬롯, 마지막 
3단계로 개방 종단 대칭으로 위치한 한 쌍의 L-형 모노
폴 슬롯으로 단계별 모의 실험을 진행하여 최종 평면형
태의 공진기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4에서는 1단계에서 사용된 U-형 
  다이폴 슬

롯, 2단계에서 사용된 
  L-형 모노폴 슬롯 및 3단계에

서 사용된 한 쌍의 L-형 모노폴 슬롯의 구조들을 비교하
여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4) 및 (5)를 
이용하여 반파장 길이의 U 슬롯 설계를 시작으로 개방 
종단 슬롯 모노폴 이론에 의해 반파장 U-형 슬롯의 대칭
축(자계벽)을 따라서 절단된 1/4 파장 L-형 모노폴 슬롯, 
한 쌍의 L-형 모노폴 슬롯 3 단계로 공진기 설계를 진행
하였다. 

그림 4. 슬롯 공진기 비교
Fig. 4. Slot resonator comparison

 이러한 각 단계별 구조의 삽입손실, 대역폭 및 Q 값
의 계산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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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의 실험을 통한 S 파라미터 결과와 수식 (1)-(3)을 
통하여 Q 값을 계산한 결과 최종 3단계에서는 1169의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유전체 공진기의 
Q 값인 1000과 비슷한 수치를 확인하여 개방 종단 대칭 
L-슬롯 공진기를 발진기에 적용하면 양호한 위상잡음 특
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삽입손실, 대역폭, Q값 비교
Table 1. Insertion loss, bandwidth, Q value comparison

 [dB] 대역폭[MHz]  Q factor

step 1 -31.154 26 404

step 2 -35.218 19 554

step 3 -49.934 9 1169

그림 5. 단일 슬롯과 대칭슬롯 전류 분포 및 삽입손실 비교
Fig. 5. Comparison of single slot and symmetric slot 

current distribution and insertion loss

대칭 슬롯을 사용하여 양호한 값의 삽입 손실과 Q 값
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슬롯간의 전자기적인 coupling 
효과에 의해 공진특성이 양호해진 결과인 것으로 판단하
여 단일 슬롯과 대칭 슬롯의 전류 분포를 비교하여보았
다.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일 슬롯에 비해 대칭 
슬롯에서 확연하게 많은 전류 분포가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슬롯 간의 커플링 효과로 삽입 손실과 Q값 
특성이 개선된 것을 이 그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Ⅲ. 발진기 설계

2장에서 단계별 모의실험을 통하여 Q값이 개선된 평
면 형태의 한 쌍의 L-형 모노폴 슬롯 공진기를 이용한 발
진기 설계를 3장에 제시하고자한다. 발진기 이론을 통한 
기초 설계, 발진기 궤환 회로 구성을 위한 안정도 test, 
바이어스 회로 및 매칭 네트워크 설계순으로 진행하였다.

 
1. 궤환 회로 설계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인 X-밴드에 적용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선정하였다. 12 GHz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저 잡음 FET인 CEL사의 CE3512K2 트랜지스터를 
선정하였다. 제조사로부터 제공된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시트 S파라미터를 토대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6)

트랜지스터 발진기 이론에 따라 설계하고자 하는 대역
에서 불안정영역에 위치해야하므로 안정도 계수 K 수식 
(6)을 이용하여 안정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K 값이 1 
보다 작아야 potentially unstable 한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안정도 확인 결과 1에 근접한 값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하였고, 더 확실하게 불안정 영역으로 보내 안정
적으로 발진할 수 있도록 소스단에 궤환 회로를 추가하
였다.

그림 6에 쇼트 스터브를 이용하여 구성된 궤환 회로 
Circuit Schematic과 2D Layout을 제시하였다. 그림
과 같이 스터브의 길이인 L_f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안정
적인 발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오픈 스터브
가 아닌 쇼트 스터브를 이용하여 설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설계하고자하는 전원인 Vds=3V, Ids=30mA가 안
정적으로 트랜지스터 드레인-소스단에 공급 되려면 소스
단이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뮬
레이션 단계에서부터 직경 1mm의 비아 홀을 삽입하여 
접지면과 연결이 되어 궤환 회로가 안정적이도록 하였고, 
4 핀 트랜지스터의 소스가 2 핀인 소자이므로 아래 위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궤환 회로를 토대로 
변화된 S 파라미터와 안정도 값 K를 확인하여 표 2와 그
림 7에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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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단락 스터브를 이용한 궤환회로
Fig. 6. Feedback circuit using short stub

  

그림 7. 안정도 계수 확인 결과
Fig. 7. Stability factor confirmation results

[S] 크기[dB] 위상[degree]

 2.042 -23.97

 2.982 157.7

 0.5192 132.5

 1.88 -20.05

표 2. 궤환 회로 추가로 변화된 S 파라미터
Table 2. Changed S parameter due to feedback circuit

그림 7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발진주파수인 10.5 GHz
에서 0.05451로 1보다 확연하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potentially unstable 한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발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정도 서
클을 확인을 통해 불안정 영역에 위치한 감마T를 선정하
고 궤환회로 설계를 통해 변화된 S 파라미터와 임피던스 

수식들을 이용하여 입력 및 부하 임피던스를 계산하여 
매칭 회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2. 바이어스 회로 및 매칭 회로 설계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소자를 이용한 발진기의 경우 
직류 전압을 인가하여 일정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안
정적인 바이어스 회로 설계가 필수이다. 바이어스가 불안
정하게 된다면 정확한 발진 출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회
로가 불안정해져 소자의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인덕터 
소자를 이용한 RF 초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본 논문
에서는 고주파 대역에서 안정성을 위해 라디얼 스터브를 
이용한 바이어스 회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8에 바이어스 회로 구성도 및 2D 레이아웃을 제

시하였다. 라디얼 스터브의 반지름을 
 로 설계하였고 

선로의 폭을 0.3mm로 설계하였다. 바이어스 회로 모의 
실험 결과인 그림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DC 전원에서
는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발진 주파수인 10.525 
GHz 대역에서는 39.1 dB이상의 삽입손실을 가져 격리
가 잘 되는 것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8. 바이어스 회로 (부채꼴 스터브) 구성도
Fig. 8. Bias circuit (radial stub) configuration

트랜지스터 궤환 회로를 통해 생성된 고주파 발진 출
력이 출력단으로 손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매칭 회로 
설계 또한 발진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가 비교적 용이한 오픈 스터브 정합 기
술을 이용하여 매칭 회로 설계를 진행하였고, 그림 10에 
매칭 회로 구성도와 2D 레이아웃을 제시하였다. 발진기
의 드레인 단과 연결되는 포트 1에 계산된 로드 임피던
스  값을 입력하였고, 발진기 출력 단인 포트 2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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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50   을 입력하여 최적화 기능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9. 바이어스 회로 모의실험 결과
Fig. 9. Bias circuit simulation result

 

그림 10. 매칭 회로 구성도
Fig. 10. matching circuit configuration

설계된 매칭 회로 모의실험 결과(dB 그래프 및 smith 
chart)를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발진주파수 대역인 
10.5 GHz에서 이 0 dB, 이 -24.89 dB로 나타났
으며, 스미스 차트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10.5 GHz
에서 정규화 임피던스 값이 0.9279-j0.082로 50에 
매칭이 잘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서 2 장
에서 설계된 공진기와 3장에서 설계된 궤환회로, 매칭회
로, 바이어스 회로를 조합하여 발진기 모듈을 구성하여 

제작 및 측정을 진행하였고 분석한 내용을 4장에서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림 11. 매칭 회로 모의실험 결과
Fig. 11. matching circuit simulation result

Ⅳ. 측정 결과 분석

그림 12. 최종 설계 및 제작된 발진기 모듈
Fig. 12. Finally designed and manufactured oscillat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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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에 최종 설계 및 제작된 발진기 모듈을 제시하
였다. 제작된 발진기는 유전율 4.3, 유전체 두께 0.787mm, 
동박 두께 0.018(half oz)인 FR-4 기판을 사용하여 제
작되었다. 제작된 발진기 모듈의 크기는 전원인가를 위한 
회로, 50   정합회로, DC Block을 위한 회로가 삽입
되어 가로 35mm, 세로 20mm 크기로 제작 하였다.

그림 13. 발진기 모듈 발진 출력 측정 결과
Fig. 13. Measured oscillator module oscillation output

 

그림 14. 발진기 위상 잡음 측정 결과 (100 kHz offset)
Fig. 14. Measured oscillator phase noise (100 kHz offset)

그림 13에 발진기 모듈 발진 출력 측정 결과를 나타내
었다. 발진기 모듈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Agilent사의 
E4407B 스펙트럼 분석기이다. 그림과 같이 설계하고자 
했던 10.525 GHz에서 발진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발진 출력 또한 7 dBm 이상의 양호한 값
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14에 발진기 위상 잡음 측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용된 스펙트럼 분석기의 설정은 Span 100 MHz, 
VBW(Video Bandwidth) 10 kHz, RBW(Resolution 

Bandwitdh) 10 kHz로 측정하였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정밀도가 낮아 RBW를 10 kHz로 측정후 Hz 단위로 변
경하여 측정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위상 잡음 측정 및 
계산 결과 100 kHz offset에서 –57.99 dBc/10kHz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높은 Q값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제
안된 한 쌍의 L-형 모노폴 슬롯 공진기를 이용한 
X-band 평면형 발진기를 제안하였다. 공진부는 마이크
로스트립 전송선로에 슬롯을 내어 공진을 발생시키는 공
진기를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슬롯 공진 형태인 반파장 
U 슬롯 공진기 설계를 시작으로 개방 종단 이론을 적용

시켜 한 쪽 끝이 개방된 
  길이의 L형 공진기를 설계하

였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개방 종단 시킨 L형 슬롯을 전
송선로에 대칭으로 추가하여 커플링 효과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효과로 발진기의 위상 잡음 특성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Q 값을 개선 할 수 있었다. 특히 유전체 공진기
의 일반적인 Q 값인 1000과 비슷한 값인 1169.44라는 
만족스러운 값을 가질 수 있었고, 공진주파수 10.525 
GHz에서 삽입손실() 49.934 dB의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발진기 중 궤환부의 경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
하여 쇼트 스터브를 이용하였고, 변화된 S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궤환회로를 설계 하였다. 안정도 테스트를 통해 
불안정영역을 확인하고, 부하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매칭 
네트워크를 구현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DC 전원 공급을 
위해 바이어스 회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 설계된 발진기 측정 결과 7 dBm 이상의 발진 출력
을 확인하였고, 위상 잡음 측정 결과 100 kHz offset에
서 약 –58 dBc/Hz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발진기의 경우 평면 형태로 설계되어 
별도의 추가 기기 없이 발진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제
조 공정이 간편하여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마이크로파 
집적회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안
된 발진기는 향후 X-band 레이더, 전력절감용 조명 센
서, 의료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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