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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MOS 능동 인덕터를 이용하여 1.8GHz PCS 역과 2.4GHz WLAN 역에서 동조가 가능한 잡

음 증폭기의 새로운 회로구조를 제안하 다. CMOS 능동 인덕터 부하를 이용하는 잡음 증폭기의 높은 잡음지수

를 이기 한 회로구조와 잡음지수를 더욱 감소시키기 한 잡음상쇄기법을 용하고 해석하 다. 이 동조가능 

잡음 증폭기를 0.18μm CMOS 공정기술로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잡음성능이 약 3.4dB 향상된 것을 보여주

며, 이는 주로 제안된 새로운 회로구조에 기인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circuit topology of a low-noise amplifier tunable at 1.8GHz band for PCS and 2.4GHz band for WLAN using a 

CMOS active inductor is proposed. This circuit topology to reduce higher noise figure of the low noise amplifier with the CMOS active load is 

analyzed. Furthermore, the noise canceling technique is adopted to reduce more the noise figure. The noise figure of the proposed circuit 

topology is analyzed and simulated in 0.18μm CMOS process technology. Thus, the simulation results exhibit that the noise performance 

enhancement of the tunable low noise amplifier is about 3.4dB, which is mainly due to the proposed new circuit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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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4세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 하기 하여 다

표 /다 역을 수용할 수 있는 RF 수신기에 합

한 재구성이 가능한 잡음 증폭기의 설계에 한 많은 

연구들이 심의 상이 되고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은 서로 다른 역에서 동조하는 잡음 증폭기를 병렬

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1]. 이 방법은 단일 역

에서 최 의 성능을 가지는 잡음 증폭기를 병렬로 연

결하여 최 의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면 이 커지고, 

소비 력이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해 CMOS 능동 인덕터 부하의 인덕턴스 값을 조

하여 다 역의 원하는 역에 동조할 수 있는 입출력 

구조의 잡음 증폭기[2]가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CMOS 능동 인덕터 부하를 사용하면 수동 인덕터에 비

하여 칩 유면 이 매우 작으며, 높은 Q 값의 동조 특

성을 제공하는 장 이 있는 반면에, 동작 주 수가 제

한되며, DC 소비 력이 발생하고, 잡음지수가 커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MOS 능동 인덕터를 이용하

여 PCS 역인 1.8GHz와 WLAN 역의 2.4GHz에 동조

가 가능한 잡음 증폭기(Tunable Low Noise Amplifier)

의 잡음성능 향상을 한 회로구조를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자 한다. 2장에서 CMOS 능동 인덕터의 특성을 소

개하고, 3장에서 CMOS 능동 인덕터 부하를 이용하는 

잡음 증폭기의 잡음성능을 향상시키는 회로구조를 

제안한다. 아울러 잡음상쇄회로를 용하고 이들의 잡

음해석을 수행하 다. 4장에서 TSMC 0.18μm CMOS 공

정 기술로 소신호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이들의 타당

성을 확인하 다. 한, 문헌에 발표된 능동 인덕터를 사

용한 CMOS 잡음 증폭기의 잡음성능과 비교하고, 5장

에서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Ⅱ. CMOS 능동 인덕터 특성

  

CMOS 능동 인덕터를 그림 1 (a)와 같이 공통-소오스 

구조의 NMOS 트랜지스터 M1과 공통-드 인 구조의 

NMOS 트랜지스터 M2를 back-to-back으로 연결하여 구

하 다. 

NMOS 트랜지스터 M1과 M2의 드 인 류를 조 하

여 트랜스컨덕턴스 gm값을 변화시켜 인덕턴스 값을 바

꿀 수 있다. 능동 인덕터의  하나의 장 으로 높은 Q값

을 구 할 수 있다. Q값을 높이기 해서는 그림 1 (b)의 

능동 인덕터 등가회로의 직렬 항 RS를 이거나 병렬

항 RP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RP를 증가시키는 방

법으로 음의 임피던스를 갖는 구조의 회로를 연결하여 

병렬 항을 상쇄시키는 방법[3]이 있지만, Q값을 높이

는 쉬운 방법으로 그림 1 (a)와 같이 cascode 구조의 M3[4]

와 피드백 항 Rf를 연결하여 직렬 항 RS를 여 높은 

Q값을 구 할 수 있다[5].

  

(a)                                      (b) 

그림 1. (a) 피드백 항을 사용한 CMOS 능동     
인덕터와 (b) 등가회로

Fig. 1 (a) CMOS active inductor with a feedback 
resistance and (b) its equivalent circuit

그러므로, CMOS 능동 인덕터인 그림 1(a)에서 바

이어스 압 VP와 VN의 변화에 한 CMOS 능동 인덕

터의 인덕턴스와 Q의 주 수 특성을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한, 그림 1(a)의 CMOS 능동 인덕터의 피드백 항 

Rf와 M3의 유무에 한 S11의 시뮬 이션 결과를 그림 3

에 나타내었다. 

NMOS 트랜지스터 M3와 피드백 항 Rf의 유무에 따

라 S11이 스미스 차트상의 r = 0인 원에 가까워 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직렬 항 RS가 감소하여 Q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MOS 능동 인덕터를 이용한 동조가능 잡음 증폭기의 잡음성능 향상에 한 연구

899

(a)

(b)

그림 2. 바이어스 압 VP와 VN을 변화시켰을 때 
(a) 인덕턴스와 (b) Q

Fig. 2 (a) Inductance and (b) Quality-factor as a 
function of VP and VN 

그림 3.  Rf 와 M3의 유무에 따라 시뮬 이션한 S11
Fig. 3 Simulated S11 without/with Rf and/or M3  

Ⅲ. CMOS 능동 인덕터를 이용한 동조가능 

잡음 증폭기 설계

수동 인덕터를 사용하는 신에 CMOS 능동 인덕터 

부하를 이용하여 원하는 역의 주 수에서 동조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잡음 증폭기의 회로도가 그림 4

이다.

이 CMOS 잡음 증폭기의 입력 단은 공통-게이트 증

폭기로 두 번째 단은 cascode 증폭기로 세번째 단인 출력 

단은 공통-드 인 증폭기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 단 증

폭기 M2의 부하로는 나선형 인덕터 신, 게이트 단에 

피드백 항 Rf가 연결된 M3과 M4와 M5로 구성된 

cascode 구조의 CMOS 능동 인덕터를 사용하 다. M2와 

M6의 게이트 압인 VN2와 VP1을 바꾸어서 M3과 M4의 

드 인 류를 변화시켜 능동 인덕터 부하의 인덕턴스

를 조 하여 1.8GHz와 2.4GHz에서 동조가 되도록 설계

하 다.

그림 4. CMOS 능동 인덕터 부하를 이용한 
동조가능 잡음 증폭기 회로도

Fig. 4 Schematic of the tunable low noise amplifier 
with CMOS active inductor

3.1. 입출력 정합회로 설계

동조가능 CMOS 잡음 증폭기에서 MOS 트랜지스

터의 게이트 임피던스와 드 인-소오스 항이 매우 

크다고 가정하면, 그림4에서 입력 단의 입력 임피던스 

Zin은


 

∥



∥


≈



(1)

이다. 여기서, rds1은 M1의 드 인-소오스 항이고, R1은 

M1의 소오스 단에 연결된 항이며, gm1과 gm2는 M1과 M2

의 트랜스컨덕턴스이고, Cgs2는 M2의 게이트 커패시턴

스이다.

의 (1)식에서 입력 정합은 M2의 드 인 류를 조

하여 1/gm2를 50Ω으로 근 시키면 인덕터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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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간단하게 입력 단을 정합 할 수 있다.

한, 출력 단의 출력 임피던스 Zout은 

 



∥∥≈




 (2)

이다. 여기서, rds7과 rds8은 M7과 M8의 드 인-소오스 

항이고,  gm7은 M7의 트랜스컨덕턴스이다.

의 (2)식으로부터 입력 단과 마찬가지로 M7의 류

를 조 하여 1/gm7를 50Ω으로 근 시켜 출력 단을 정합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출력 정합회로를 수동 인덕터를 사용하지 

않고 공통-게이트 증폭기와 공통-드 인 증폭기로 설계

하 다.

3.2. 잡음감소회로 해석

능동 인덕터 부하를 사용한 그림 4의 동조가능 CMOS 

잡음 증폭기의 소신호 특성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a)

(b)

그림 5. (a) 1.8GHz와 (b) 2.4GHz에서 동조가능 
CMOS 잡음 증폭기의 소신호 특성

Fig. 5 Small-signal characteristics of the tunable 
CMOS LNA at (a) 1.8GHz and (b) 2.4GHz

그림 5에서 1.8GHz와 2.4GHz에서 S21은 각각 

18.53dB와 18.68dB, S11은 -18dB와 -12.02dB, S22는 

-11.7dB와 -14.15dB, 잡음 지수는 7.7dB와 7.9dB이다. 소

신호 이득과 입출력 정합특성은 증폭기로 충분한 성능

이지만, 상한 바와 같이 잡음지수가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조가능 CMOS 잡음 증

폭기인 그림 4의 M3의 게이트에 연결된 피드백 항 

Rf를 그림 6과 같이 M3의 소오스에 연결하여 잡음성능

을 향상시켰다. 한, 잡음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하

여 M10과 M11로 구성된 cascode 증폭기의 입력을 M2의 

소오스에 연결하고, 출력을 M4의 드 인에 연결하는 

잡음상쇄기법(noise canceling technique)[6]을 용하

다.

 

그림 6. 제안된 동조가능 CMOS LNA 회로도
Fig. 6 Schematic of the proposed tunable CMOS 

LNA

먼  피드백 항 Rf가 잡음성능에 미치는 향을 해

석하 다. 잡음해석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 7과 같이 

M1과 R1을 이상 인 류원 I1이라 가정하고, M2의 드

인에서 바라 보는 임피던스를 Rout이라고 가정하 다. 그

림 7에서 Vout에서의 체 잡음 력을 구하면 다음 (3)식

과 같이 된다[7]. 



 
 






















 








 


























∙
   

                                          (3)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로 1.38×10
-23

 J/K이고, T는 

온도이다. 그리고 와 는 M2와 M3의 채  열잡음 

계수(channel thermal noise coeffici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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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으로부터 입력측-변환 잡음[8]을 구하면,

≈             (4)

≈∥
║


        (5)



  
 







 











 

 




 





 


 

                                        (6)

이다.

그림 7. 동조가능 CMOS LNA의 잡음모델
Fig. 7 Noise model of the tunable CMOS LNA 

 

의 (6)식에서 볼 수 있듯이 M3의 잡음성분이 피드백 

항 Rf에 의해 
만큼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피드백 항 Rf가 M3의 소오스에 있는 경우

와 없는 경우에 한 1.8GHz와 2.4GHz에서 잡음지수를 

시뮬 이션 한 결과이며, 피드백 항 Rf에 의해 잡음 

증폭기의 잡음지수가 약 2.8dB정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cascode 증폭기 M10과 M11에 의한 잡음상쇄기

법의 원리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실선은 신호의 흐름

을 나타내고, 선은 잡음의 흐름을 나타낸다. 입력 신호

는 M2의 공통-게이트 증폭기에 의해 입력 신호와 같은 

상으로 증폭된 후 M4의 공통-소오스 증폭기에 의해 다

시 역상으로 증폭되고, M10과 M11의 cascode 증폭기를 통

한 입력 신호도 역상으로 증폭되어 함께 더해져 출력 신

호가 된다. 

는 M2의 채  잡음 류원으로 Y 노드에서 흘러 

나와 X 노드로 흘러 들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X 노드의 잡음 압과 Y 노드의 잡음 압이 

서로 역상 계로 M2를 지나 M4에서 증폭된 잡음 압과 

X 노드에서 바로 M10과 M11을 지나서 증폭된 잡음 압

은 서로 역상으로 상쇄되어 체 으로 잡음지수가 개

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M4의 드 인에서 잡음은 다음 (7)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9]. 












   (7)

의 (7)식에서 첫 번째 항은 공통-게이트 증폭기 M2

와 공통-소오스 증폭기 M4를 지난 잡음을 말하고, 두 번

째 항은 cascode 증폭기 M10과 M11을 지난 잡음을 말한다. 

(7)식에서 두 번째 항의 음의 부호는 서로 역상의 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b)

그림 8. 피드백 항 Rf의 유무에 따른 
(a) 1.8GHz (b) 2.4GHz 일 때 잡음지수
Fig. 8 Noise figures with/without Rf at 

(a) 1.8GHz and (b) 2.4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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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잡음상쇄기법의 원리
Fig. 9 Principle of the noise canceling technique

  

그림 10은 M10과 M11의 cascode 증폭기의 유무에 한 

잡음지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잡음상쇄 회로인 M10

과 M11에 의해 잡음지수가 약 0.6dB 정도 개선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a)

(b)

그림 10. M10과 M11의 유무에 한 (a) 1.8GHz와 
(b) 2.4GHz에서 잡음지수

Fig. 10 Noise figures with/without M10 and M11 at 
(a) 1.8GHz and (b) 2.4GHz

Ⅳ. 소신호 특성 시뮬 이션 결과

그림 11은 동조가능 CMOS 잡음 증폭기의 1.8GHz

와 2.4GHz에서의 소신호 특성인 S21, S11, S22의 시뮬

이션 결과를 각각 보여 다. 소신호 이득 S21은 1.8GHz

에서 17.3dB이고 2.4GHz에서 17.5dB이다. 입력 반사계

수 S11은 1.8GHz에서-13dB, 2.4GHz에서 -13dB, 출력 반

사계수 S22는 1.8GHz에서 -12.4dB, 2.4GHz에서 -13.7dB

이다. 

(a)

(b)

(c)

그림 11. 동조가능 CMOS LNA의 
(a) S21 (b) S11 (c) S22

Fig. 11 (a) S21, (b) S11, and (c) S22 
for the tunable CMOS LNA

  

그림 12는 제안된 동조가능 잡음 증폭기가 1.8GHz

와 2.4GHz에 동조되었을 때의 잡음 지수를 보여주며, 

1.8GHz에서 잡음지수는 4.37dB이고, 2.4GHz에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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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4.4dB이다. 이로부터 본 논문의 3.2 에서 언

한 잡음감소기법을 용하여 잡음성능이 약 3.4dB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동조가능 CMOS LNA의 잡음지수
Fig. 12 Noise figures of the tunable low noise 

amplifier

  지 까지 발표된 능동 인덕터를 사용하여 설계한 

잡음 증폭기와 본 논문에서 설계한 동조가능 CMOS 

잡음 증폭기의 성능을 표 1에 비교하 다.

표 1. 능동 인덕터를 이용한 CMOS 잡음 
증폭기 성능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CMOS low 
noise amplifiers using active inductor

Ref.
공정
[μm]

Freq.
[GHz]

S21
[dB]

S11
[dB]

S22
[dB]

NF
[dB]

[10] 0.8 0.9〜1 23 <-10 <-16 4.3

[11] 0.5
0.559〜
0.970 15.7 - - 6

[12] 0.35 1.75 24 -31 -21.4 -

[13] 0.25 0〜1 20 -17 -21 8

[14] 0.18
0.9, 1.8
2.4, 3.6 

21.9, 21.9
21.8, 12.5

<-10 <-4 < 10

This
work

0.18
1.8
2.4

17.3
17.5

-13
-13

-12.4
-13.7

4.37
4.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의 1.8GHz와 2.4GHz

에 동조가 가능한 CMOS 잡음 증폭기가 능동 인덕터

를 사용하는 같은 주 수 역의 다른 잡음 증폭기들

보다 잡음 성능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 다.

Ⅴ. 결  론

CMOS 능동 인덕터 부하를 이용하여 1.8GHz PCS 

역과 2.4GHz WLAN 역에 동조가 가능한 잡음 증폭

기를 수동 인덕터인 나선형 인덕터를 사용하지 않고 설

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CMOS 잡음 증폭기는 

공통-게이트 증폭기의 입력단과 두 번째 단의 cascode 증

폭기, 그리고 출력 단인 공통-드 인 증폭기로 이루어져 

있다. 제안된 잡음 증폭기는 능동 부하로 사용하는 

CMOS 능동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을 변화시켜 1.8GHz

와 2.4GHz에서 동조가 될 수 있게 설계하 다. 그러나, 

CMOS 능동 인덕터 부하를 이용하는 잡음 증폭기의 

높은 잡음지수를 이기 하여, 피드백 항 Rf를 M3의 

소오스 단자에 연결하는 새로운 회로구조를 제안하

다. 한, M10와 M11로 구성된 cascode 증폭기를 결합시

키는 잡음상쇄기법을 용하여 잡음지수를 더욱 향상

시켰다. 이 동조가능 CMOS 잡음 증폭기는 1.8GHz와 

2.4GHz에서 소신호 이득이 각각 17.3dB와 17.5dB이고, 

잡음 지수는 각각 4.37dB와 4.4dB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

된 잡음감소회로를 용하여  잡음성능이 약 3.4dB 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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