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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미터파 대역 제2고조파 발진기 결합계의 위상차 배열 동작 

Phased Array Behavior of the Coupling of the Millimeter Wave 

Second Harmonic Osc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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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new approach to the active phased arrays for the second harmonic generation is presented. Phase variation 

between the second harmonic oscillators by the mutual synchronization is analyzed theoretically. In this coupling, the active 

antenna consists of the FET oscillator which plays two roles in fundamental oscillation and frequency multiplying, and the 

patch antenna resonated at the second harmonic frequency. The radiated second harmonic wave was scanned by varying the 

free-running oscillation frequencies of the active antennas. In the experiment using the 2-elements array and the 4-elements 

array, the radiated beam of the second harmonic wave was scanned more widely compared with the case of the fundamental 

wave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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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밀리미터파 대역의 고체 발진기는 높은 주파수 때문에 회로손

실이 매우 크고, 고체 능동소자의 특성상 높은 출력을 기대할 수 

없으며, 발진 주파수의 안정도 또한 매우 낮다. 이런 이유로 밀리

미터파 대역에서 고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낮은 주파수

에서 발진시키는 동시에 출력을 체배 시키는 방법으로 높은 출력

을 얻을 수 있는 고조파 출력 발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1-4]. 고조파 출력 발진기는 발진기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발진기를 1차원 또는 2차원으로 배열을 구성하

여 상호 동기 현상[5,6]을 이용하면 발진기 사이의 상호 결합에 

의한 고출력, 높은 주파수 안정성, 그리고 방사 전력의 주사 방향 

확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7,8].

일반적으로 기본파에서 동작하는 발진기 결합계의 위상차 동

작에서는 발진기 사이의 위상차를 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데[7], 

이러한 발진기 결합계에서 발진기와 안테나 사이에 체배기를 삽

입하면 2체배 된 주파수의 고조파 전력을 방사할 수 있으며

[7,8], 이 경우에는 발진기 사이의 위상차의 변화량을 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다[1,2]. 

이 논문에서는 고조파 출력 발진기에 체배기를 이용하는 대신

에 발진기 자체가 체배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2고조파 발진기 결

합계를 구성하여 상호동기 결합에 의한 위상차 배열 동작의 가능

성을 살펴 보았다. 먼저, 고조파 출력 발진기 결합계의 제2고조파 

발진기를 전기적 등가회로로 모델링하여 회로에서 발생하는 기본

파와 제2고조파의 전압 및 위상에 대한에 대한 회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이 회로방정식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동기현상

을 이용하는 제2고조파 발진기계에서 발진기 사이의 위상차가 어

떠한 특성을 가지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어서 FET를 이용하여 8.7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제2고조파 발

진기를 제작하고 설계된 대로의 동작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한 

후, 제2고조파 발진기의 배열을 구성하여 위상차 배열 동작에 의

한 방사전력의 방사 방향 주사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2고

조파 발진기에 구형 패치 안테나를 부착하여 안테나 배열을 2-

요소, 4-요소 조합으로 제작한 후 안테나의 방사패턴과 방사전력

의 주사각도를 측정하였다. 이 논문에서 위상의 변화량에 대한 

수치해석과 제2고조파 발진기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한 파라메터의 

도출에는 Ansoft사의 Serenade를 이용하였다. 

2. 제2고조파 발진기 결합계의 위상차 배열 동작

2.1 회로 방정식 

제2고조파를 출력하는 발진기를 상호 결합시킨 결합계의 모델

을 그림 1에 보였다. 발진기는 2개의 포트로 구성되어 좌측 포트

에서는 기본파가, 우측의 포트에서는 제2고조파가 출력된다. 기본

파 성분은 결합도 으로, 제2고조파 성분은 결합도 로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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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2고조파 발생 발진기 결합계의 모델도

FIg. 1 Coupling model of the second harmonic oscillator 

그림 2 제2고조파발생 발진기#의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of the second harmonic oscillator #i 

발진기와 결합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발진기 결합계의 등기회

로를 그림 2에 보였다. 발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비선형의 부

성저항 소자이므로, 그 전압-전류특성은

  
 

 (1)

으로 쓸 수 있다. 여기서 는 발진기 #의 부성저항 소자에 흐

르는 순시전류, 는 부성저항 소자에 걸리는 순시전압으로 모든 

발진기에서 부성저항의 특성은 같은 것으로 하였다.   및 

는 각각 소신호 음의 컨덕턴스 및 음의 컨덕턴스의 포화효과를 

부여하는 파라메터로서 에 관계하는 항에 의해 제2고조파가 발

생한다. 이때의 순시전압 는 진폭  , 위상 의 기본파 전

압과 진폭  , 위상 의 제2고조파 전압의 합으로

  cos  cos  (2)

로 나타낼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이후로는 3차 이상의 고조파

는 무시하였다. 부성저항 소자에서 발생한 기본파와 제2고조파는 

선형 시불변회로(Linear time invarient network : LTIN)에서 

분리되어, 기본파는 기본파에 대한 선형회로에 제2고조파는 제2

고조파에 대응하는 선형회로에 입력된다. LTIN은 해석을 위하여 

가상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실제로 이 회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LTIN에서 분리된 기본파 및 제2고조파 전압은 페이저로 표

현하여 각각,   exp ,   exp 로 표현하

고, 식(2)를 식(1)에 대입하여 기본파 성분과 제2고조파 성분만을 

고려하면 그림 2에서 기본파와 제2고조파에 대한 회로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식들로부터 기본파 전압 진폭 와 위상

에 관한 상태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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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2고조파전압 진폭 와 위상 에 관한 상태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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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는 계의 기본파 동작 주파수, 즉 상

호동기 주파수로,   이다. 

2.2 위상차 배열 동작

다른 발진기와의 결합이 약한 경우 발진기는 자려발진(발진기

가 1개만 있는 계)에 가까운 상태로 기본파 전압 진폭 와 제

2고조파 전압 는 자려일 때와 거의 같아 모든 발진기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발진기계의 동작해석은 위상만을 고려하

면 된다. 여기서는 위상에 관한 식 (5)와 식 (8)에서 정상상태

( )의 경우에 대한 발진기 사이의 위상관계를 구하였다.

먼저, 제2고조파 성분은 결합이 없는(  ) 경우를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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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제2고조파 성분에 대한 결합회로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드미

턴스행렬 은 단위행렬이 된다. 기본파 성분에 의한 결합에 

대해서는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 결합위상은 

arg   로 된다. 이 경우에는 기본파 주파수에 대한 결합

회로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드미턴스 행렬은 













  
  

  

(9)

으로 된다. 양쪽 끝단 이외의 발진기의 기본파 공진주파수를 같

은 값    ⋯ 로 하고, 제2고조파 공진주파수는 

모든 발진기에서    ⋯ 로 하였다. 양쪽 끝단의 발

진기에 관해서는 기본파 공진주파수를 에서 역방향으로 ∆ 만

큼 변화시키는 것으로 

   ∆    ∆ (10)

로 하였다. 이 상태에서 상호동기 주파수 는 와 같아지게 된

다. 기본파 전압의 위상은 

    
 sin 

 


∆ 
 ⋯ 

(11)

로 되어 모든 발진기에서 이웃과의 위상차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며, 이 값은 주파수 차 ∆에 의해 달라진다. 제2고조파 전압

의 위상은 식(11)로 부터 기본파 위상의 2배, 즉, 주파수 차 ∆
에 의해 발진기의 제2고조파 전압에

      sin 



∆ 
 ⋯  

(12)

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된다. 포트에서 출력되는 제2고조파의 위

상은 전압의 위상에 대응하므로 기본파를 방사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방사방향을 주사할 수 있게 된다.

파라

메터


    







 

값 1.0 20 40 0.1 1.81 1.0 

 exp

표 1 수치해석에 이용한 파라메터

Table 1 Parameters for the simulation 

2.3 수치해석 결과

발진기 사이의 위상차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밝히

기 위해서는 안정판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2개의 발

진기 결합계()에 대해 표 1에 제시한 파라메터를 설정하여 

식 (3)～식 (8)에 대한 수치해석으로 정상응답을 구하였다. 의 

값을 작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파 출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

이며, 제2고조파 출력이 최대가 되도록 의 값을 설정하였다. 

기본파 성분의 결합량 을 큰 값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식 (11)

에서 실질적인 결합의 크기가 
으로 되기 때문이다. 

의 값을 작게 설정하였으므로 을 크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

인 결합이 너무 작아지게 된다. 각 발진기의 고유 주파수를 

8.7GHz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3에 보였다. 기본파 성분

만으로 결합(  )한 경우에는 그림 3(a)에 보인 것처럼 발진기 

사이의 위상차는 주파수 차 ∆에 대해서 역 삼각함수적으로 변

하고 있다. 발진기 사이의 기본파 성분의 위상차 변화량은 약 

가 되고, 제2고조파 성분의 위상차 변화량은 기본파의 2배인 

가 된다. 현실적으로 제2고조파 성분에 의한 결합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 경우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에 

대한 결과를 그림 3(b)에,   에 대한 결과를 그림 3(c)에 

보였다. 여기서 의 위상은 0(arg   )으로 하였다. 제2고조

파 성분의 결합이 강해짐에 따라 기본파 성분만이 결합하는 경우

보다 위상차 변화량은 조금씩 작아졌다. 가 어느 값 이상으로 

커지면, ∆ 에서 기본파 성분이 동상으로 되는 2번째의 동작

모드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큰 위상차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2고조파 성분에 의한 결합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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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발진주파수

(b) 출력

그림 5 제2고조파 발진기의 바이어스 특성

FIg. 5 Bias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harmonic oscillator

그림 6 제2고조파 능동 위상차 배열 안테나 개형

Fig. 6 Configuration of the active phased array antenna

(c)   

그림 3 위상차 배열 동작 수치해석 결과

FIg. 3 The results of the phased array simulation

3. 제2고조파 발진기의 제작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제2고조파 발진기의 개형을 그

림 4에 보였다. 능동 소자로 NEC제 MESFET(NE76084)를 사용

하여 비유전율 2.33 두께 0.508mm의 기판 위에 제작하였다. 게

이트에 바이어스를 공급하기 위해 선로는 게이트에 접속한 개방 

단에서 제2고조파 주파수에서 1/4() 떨어진 위치에 연결하고, 

기본파에 대한 부채형 쵸크를 접속하여 기본파 및 제2고조파 어

느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드레인에 바이어스

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는 기본파를 반사시키기 위한 개방 스터브

가 있는 곳에 접속하고, 이에 더하여 제2고조파에 대한 부채형 

쵸크를 접속시켜 기본파 및 제2고조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4처럼 게이트 선로의 길이를 19mm로 하였을 때 

8.7GHz에서 발진하였다. 이때의 발진특성의 바이어스전압 의존성

을 그림 5에 보였다. 약 10dBm의 제2고조파가 출력되어 시뮬레

이션 예상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특성을 보였다. 기본파의 출력

은 제2고조파의 출력에 비해 30dB 이하로 억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제2고조파 발진기의 개형

FIg. 4 Configuration of the second harmonic oscillator

4. 위상차 배열 안테나 동작 실험

4.1 배열 안테나의 구성

제2고조파 발진기에 구형 패치안테나를 부착하여 능동 안테나 

어레이를 그림 5.1과 같이 구성하였다. 발진기의 출력 포트의 끝

에 패치 안테나를 접속하고 사이에 발진기의 입력포트와 결합시

키기 위하여 방향성 결합기를 삽입하였다. 또, 안테나 #N에는 다

음 단의 안테나가 없지만, 각 안테나 개체의 방사패턴을 모두 최

대 전력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맨 끝단의 안테나에도 방향성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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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삽입하고, 다음 단의 안테나에 인접하는 부분은 발진기의 

입력 포트와 같이 정합 종단 처리 하였다. 발진기 #0로는 외부 

발진기를 이용하고 결합회로와의 사이에 아이솔레이터를 삽입하

였다. 제2고조파의 중심 주파수가 17.4GHz 이므로 각 안테나는 

제2고조파의 0.8파장에 해당하는 약 14m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발진기 사이의 결합 선로의 길이는 모든 발진기의 고조파 주파수

를 일치시켰을 때 전자파의 방사방향이 정면 방향을 향하도록 실

험적으로 결정하였다.

4.2 방사방향 주사실험

 4.2.1 2요소 배열 

능동 안테나＃1의 제2고조파의 중심 주파수가 17.4GHz였으므

로, 발진기＃0의 발진주파수를 동일하게 17.4GHz로 하였다. 안테

나 각각의 방사패턴의 최대 수신전력이 안테나＃0와 안테나＃1

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발진기＃0의 출력전력을 27.9mW로 하였

다. 2요소 배열 안테나 개체의 방사패턴을 그림 7에 보였다. 안

테나＃1의 바이어스 전압은   [V],  [V], 

 V]로 하였다. 2개 안테나의 방사패턴이 다소 다른 것은 

다른 회로요소, 예를 들어 안테나 부근의 방향성 결합기, 다음 단

의 안테나, 기판 단면에서의 불필요한 방사 등이 원인으로 생각

된다. 능동 안테나 #1 

그림 7 2요소 배열 중 각 개체 안테나의 방사패턴

Fig. 7 Radiation pattern of single antenna element in the 

two elements antenna array

에 주파수의 차 ∆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발진기 #0의 주파수

를 고정하는 방법과 능동 안테나 #1의 주파수  ∆를 고정하

고 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먼저, 능동안테나＃1의 주파수

를 로 고정하고 를 변화시켰다. ∆  의 경우와 ∆를 동기

한계까지 변화시킨 경우에 대한 방사패턴을 그림 8(a)에 보였다. 

여기서 방사 빔의 방향을 구하여 주파수차 ∆에 대한 변화를 

그림 8(b)에 보였다. 빔의 방사방향은   에서   까지 

  변하였다. 안테나 간격이 0.80파장이므로 방사패턴에서 안

테나의 위상차를 구하면 에서 까지  변한 결과

가 된다. 이어서 발진기＃0의 주파수를 고정하고 능동안테나 배

열＃1의 바이어스전압  ,   를 조절하면서 ∆를 변화시켰

다. 주파수차 ∆ 를 0으로 한 경우와 동기 한계까지 변화시킨 

경우의 방사패턴을 그림 9(a)에, ∆ 에 대한 방사각도 변화를 

그림 9(b)에 보였다. 빔의 방사방향은   에서   까지 

  변하였다. 방사패턴에서 안테나 사이의 위상차를 추정하면 

위상차는  에서  까지  변한 것으로 발진기＃0

의 주파수를 변화시킨 경우보다도 조금 큰 위상차의 변화가 얻어

졌다. 

 

   (a) radiation pattern          (b) scanning angle

그림. 8 위상차배열 동작 특성 (안테나＃1의 주파수 : 고정,발진

기＃0의 주파수 :   변화)

Fig. 8 Characteristics of phased array behavior (antenna＃1: 

fixed frequency, osc.＃0:  variation)

 

     (a) radiation pattern            (b) scanning angle

그림 9 위상차배열의 동작특성 (안테나＃0의 주파수 : 고정, 발

진기＃1의 주파수 :   변화)

Fig. 9 Characteristics of phased array behavior(antenna＃0 

: fixed frequency, oscillator＃1 :   variation)

 4.2.2 4요소 배열

능동안테나 #1, #2, #3의 제2고조파의 가변 범위의 중심 주파

수가 17.4GHz이므로 발진기 #0의 발진주파수를 17.4GHz로 하였

다. 안테나 개체의 방사패턴의 최대 수신전력이 안테나 #0, #1, 

#2, #3에서 같아지도록 발진기의 출력전력을 28.2mW로 하였다. 

4요소 안테나 어레이의 안테나 개체의 방사 패턴을 그림 10에 

보였다. 안테나 #1의 측정은 바이어스전압은   [V], 

 [V],  [V], 안테나#2는   [V], 

 [V],  [V], 안테나#3은   [V], 

 [V],  [V]로 설정하였다. 이 상태에서 위상차 

배열 동작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능동안테나 #1, #2, #3의 

주파수  ∆를 고정하고, 를 변화시켰다. ∆  의 경우와 

∆를 동기한계까지 변화시켰을 경우에 측정된 방사패턴을 그림 

11(a)에 보였다. 여기에서 방사빔의 방향을 구하여 주파수차 ∆
에 대한 변화를 그림 11(b)에 보였다. 빔의 방사방향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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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까지   변하였다. 방사패턴에서 안테나 사이의 위상

차를 구하면 위상차가 에서 까지 변한 것이 된

다. 2요소의 경우보다 합성된 출력, 주사범위, 안테나 사이의 위

상차의 변화가 모두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발진기#0의 주파수를 고정하고, 능동안테나#1, #2, 

#3의 바이어스전압 와 를 조절하여 ∆를 변화시켰다. 주

파수차 ∆를 0으로 고정한 경우와 동기 한계까지 변화시킨 경

우의 방사패턴을 그림 12(a)에 ∆에 대한 방사 각도의 변화를 

그림 12(b)에 보였다. 빔의 방사방향은 에서 까지 

변하였다. 방사패턴에서 안테나 사이의 위상차를 추정하면 

위상차는 에서 까지  변한 것으로 되어 앞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방사특성을 보였다.

그림 10 2요소 배열 중 각 개체 안테나의 방사패턴

Fig. 10 Radiation pattern of single antenna element in the 

two elements antenna array

그림 11 위상차배열 동작 특성 (안테나＃1의 주파수: 고정, 발진

기＃0의 주파수 :   변화)

Fig. 11 Characteristics of phased array behavior (antenna#1 

: fixed frequency, osc.＃0:  variation)

 

그림 12 위상차배열의 동작특성 (안테나＃0의 주파수 : 고정, 발

진기＃1의 주파수 :   변화)

Fig. 12 Characteristics of phased array behavior (antenna＃0 

: fixed frequency, oscillator＃1 :   variation)

6. 결  론

제2고조파를 출력하는 발진기 결합계의 위상차 배열 동작에 

대한 이론해석을 하였다. 능동 안테나 배열을 모델화한 발진기 

결합계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결합계 양쪽 끝단에 위치한 능동 

안테나의 고유 주파수를 역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위상차 배열 

동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에 주로 기본파 성분으로 

결합하고 제2고조파 성분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결합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파 성분으로만 결합시킨 경우에는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제2고조파 출력의 위상차를 2까지 변화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기본파 발진 주파수가 약 8.7GHz인 제2고조파 발진기

를 제작하고, 발진기에 구형 패치 안테나를 부착한 능동 안테나

의 2요소 및 4요소 배열을 구성하여 능동 안테나의 위상차 배열 

동작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론해석

의 결과대로 기본파 보다 더 높은 출력과 넓은 범위로 방사전력

의 방향을 주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로는 배열 요소의 

수를 더욱 확대하여 위상차 배열 동작의 정량적인 실험을 실시하

는 것과 발진기 사이의 동기 폭의 확대 및 이러한 원리를 고차

의 고조파 발진기에 적용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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