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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마이크로웨이  수신기 구성을 한 역 RF 증폭기를 설계  제작하 다. 제안한 역 RF 

증폭기는 수신된 신호의 안정 인 증폭을 하여 소스단자에 연결되는 비아까지 EM설계를 하 으며, 능동소자

의 소오스(Source) 측이 이상 인 지(GND)로 동작함에 따라 발진하는 요소를 최소화 하여 역에서 일정한 

이득 특성  안정 인 증폭특성을 얻도록 하 다. 상용 GaAs FET를 사용하고, 역 마이크로웨이  수신기

의 IF 주 수 역인 720 MHz, 4,595 MHz와 6,035 MHz에서 동작하도록 입력  출력 정합회로를 구성하 다. 

제작  측정결과 500 MHz ∼ 7 GHz의 역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압이득은 737.5 MHz에서 6.0575 GHz까

지 10.635 dB ∼ 13.129 dB, 기본 와 제2차 고조  사이에서 20 dBc 이상의 고조  억압특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broadband RF amplifier for Microwave band receiver. We also proposed a broadband RF 

amplifier, designed by using EM simulation for reliable amplification of the received signal. Connected to a source terminal to via, 

it minimizes those which are the active elements of source-side oscillation as the operating element in an ideal GND, and a 

constant gain characteristic in a broadband. The goal of this was to obtain stable amplification characteristics. For implementing this 

architecture, we designed the broadband(500 MHz ∼ 7 GHz) RF amplifier by using commercial GaAs FET, which operate on 720 

MHz, 4,595 MHz, and 6,035 MHz by impedance matching. The voltage gain is 10.635 dB ∼ 14.407 dB(737.5 MHz ∼ 6.0575 

GHz), P1dB is 20 dBc of band(1st harmonic/2nd harm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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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고속 용량의 데이

터 처리를 하여 역 특성을 갖는 시스템으로 발

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웨이  역을 사용하는 

표  시스템인 이더 탐지기(radar detector)는 차

량의 불법 과속 단속장비인 스피드건(speed gun)을 

운 자에게 인지시킴으로써 충돌 방지 는 스피드 

미터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여 안 하게 속도를 이

도록 도와주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1]. 한, 

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역, 력, 

가  소형화에 맞춰 발 하고 있으며, 이더 탐지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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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활용되는 마이크로웨이  수신기 단부 역시  

다양한 종류의 스피드건에서 발사되는 신호 감지와 

제작에 소요되는 생산단가 감을 하여 역 특

성  소형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웨이  역 수신기 구성

을 한 역 RF 증폭기를 설계  제작하고, 제작

한 역 RF 증폭기의 성능측정  실험을 통하여 

마이크로웨이  역 수신기에 활용 가능성을 검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마이크로웨이  

역 수신기 단부 구조에 하여 논하 고, 3장과 4

장에서는 제안하는 역 RF 증폭기 회로설계  

측정결과를 설명 후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

다.

Ⅱ. 마이크로웨이  역 수신기 구조

2.1 역 수신기 구성

X- 역, Ku- 역, K- 역  Ka- 역에서 동작하

는 마이크로웨이  역 RF 수신기 단부는 고조

 신호 변환(harmonic signal conversion)  상 

신호 변환(image signal conversion)에 의해 발생되는 

수신 성능의 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단

일의 LO(Local Oscillator) 회로만으로 역 튜닝 

역폭을 갖는 LO 신호를 구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다  역 수신을 해 필요한 회로의 개수를 최

소화하여 력 특성을 구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의 직  변환(direct-conversion) 방식 는 Low-IF 

변환 방식의 RF 단부는 고조  신호 변환과 상 

신호 변환에 의한 성능 하를 보상하기 해 복잡한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용하고, 역 LO 신호

의 구 을 해 다 의 LO 회로를 사용하며, 다  

역 구 을 해 역별로 별개의 회로를 사용하기 때

문에 복잡하고, 력 효율이 하되는 단 을 갖는다

[2-7]. 그림 1은 이러한 단 을 보완하는 구조의 마이

크로웨이  역 수신기 단부 구조를 나타내며 

잡음 증폭기는 단가 감  회로 구성 단순화를 

해 생략하고, 타 구성단에서 이를 보상토록 하 다. 

제어 압을 이용한 역병렬다이오드(Anti-Parallel 

Diode, APD)를 용한 1차 주 수 변환부, EM 

HOLE  EM 모의실험을 통한 안정 인 역 

간주 수 증폭단, 1차 변환된 입력신호 주 수를 변환

하는 2차 주 수 변환부로 구성된다.

1ST VCO
14.125GHz – 15.200GHz

Tracking
filter

2ND VCO
2.575GHz

1ST

Mixer
1ST

IF AMP

Buffer

2ND Mixer
LPF

Antenna

1st conversion 2nd conversion

Mode select
(bias control) Broadband RF Amp.

그림 1. 마이크로웨이  역 수신기 단부
Fig. 1  M/W Front-End for Broadband receiver

2.2 역 수신기 동작

역 수신기의 동작은 APD를 이용하여 제어

압 인가에 따라 기본  혼합기 는 부고조  혼합기

로 동작하는 1차 주 수 변환부, 주 수 변환  통과

(bypass) 동작하는 2차 주 수 변환부를 통하여 삼

변환(triple-conversion)  이 변환(double- 

conversion) 구조의 이 모드로 역 동작하도록 구

성하 다.

수신단으로 입력되는 RF 신호는 IF 신호로 변환

(6,035 MHz/ 4,595 MHz/ 720 MHz)되며, 변환된 IF 

신호를 증폭하기 한 역 RF 증폭기가 요구된다.

Ⅲ. 제안하는 역 RF 증폭기 설계

수신기의 첫 단에 치하는 증폭단의 발생 잡음  

왜곡 특성은 수신기 체의 성능에 많은 향을 다. 

그러므로 증폭단은 수신기의 안테나로부터 받은 미약

한 신호를 원하는 크기만큼 증폭하는 기능과 잡음을 

억압하며, 한 강 계 신호의 입력에도 왜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2는 제안한 

역 RF 증폭기의 체 설계회로이다. 모의실험  최

화를 통하여 마이크로웨이  역 수신기에서 

역 신호수신  변환된 IF 주 수 역인 720 

MHz, 4.6 GHz, 6.0 GHz 신호를 증폭 가능하도록 이

를 포함하는 500 MHz ∼ 7 GHz 역의 역  RF 

증폭기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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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RF 증폭기 체 회로
Fig. 2  The overall schematic of RF Amplifier

제안한 RF 증폭기 체 회로는 입·출력 정합회로

와 안정 인 바이어스 제공을 한 바이어스 회로에 

발진 방지를 하여 안정화 항을 포함하여 설계하

다. 설계  모의실험을 해서는 RF회로 설계 

Tool인 Agilent Technology사의 ADS를 사용하고, 정

확도를 높이기 하여 PCB 재질 정보  사용 소자

의 모델링 라미터를 입력하 다. 한 RF 증폭을 

한 능동소자는 NEC사의 NE4210S01을 사용하고, 

수동 소자는 모의실험과의 오차를 게 하기 하여 

도시바에서 제공하는 ADS 라이 러리 커패시터를 이

용하 다. 그림 3은 회로 설계 시 용한 EM Source 

Hole을 나타내었다. 이는 능동소자의 Source 측이 이

상 인 GND 요소로 동작함으로서 발진하는 등의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EM 해석을 수행 후 그 결

과를 회로 설계에 용하 다.

그림 3. EM Source Hole 이아웃
Fig. 3 EM Source Hole layout

그림 4는 입력되는 IF 주 수 역의 이득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720 MHz 에서 10.8 dB, 4.6 GHz 에

서 6.5 dB, 6 GHz 에서 5.8 dB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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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F 증폭기 회로의 모의실험 결과
Fig. 4  The simulation result of RF Amplifier

안정도는 증폭기의 발진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 

설계 역에서 원하는 특성을 구 하기 해 고려하

는 요한 라미터이다. 그림 5는 설계한 RF 증폭기 

회로의 안정도 특성에 하여 ADS를 이용한 Mu 

factor 지수로 분석하 고, 1∼10 GHz까지  역에 

걸쳐 1보다 크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림 5. RF 증폭기 안정도
Fig. 5  Stability of RF Amplifier

고조 와 스퓨리어스는 자기 회로 내에서 잡음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이며, 다른 역에서 사용되는 제

품에 치명 인 향을  수도 있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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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이러한 향을 고려하기 하여 사용하는 

IF 주 수 역별 고조   스퓨리어스 특성을 측정

한 것으로, 720 MHz의 10 dBm의 입력 력을 인가하

을 때, 제2고조  출력은 1.44 GHz에서 -18.92 

dBm, 제3고조  출력은 2.16 GHz에서 -38.20 dBm을 

나타내었고, 4.595 GHz 입력 시 제2고조  출력은 

9.19 GHz에서 -30.75 dBm,  제3고조  출력은 13.79 

GHz에서 -37.86 dBm을 각각 나타냈다. 6.035 GHz 

입력 시 제2고조  출력은 12.07 GHz에서 -35.59 

dBm, 제3고조  출력은 18.11 GHz에서 -55.80 dBm

을 각각 나타냈다. 

(a) 720 MHz

(b) 4.595 GHz

(c) 6.035 GHz

그림 6. RF 증폭기의 출력 고조  성분
Fig. 6  Output harmonic components of RF Amp.

Ⅳ. 역 RF 증폭기 제작  측정

그림 7은 마이크로웨이  역 수신기 단부에 

용하기 해 제작한 역 RF 증폭기의 실물도이며, 

유 율 2.5, 높이 0.5 mm 테 론 기 을 사용하 다.

그림 7. 제작한 RF 증폭기 실물도
Fig. 7  The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RF Amp.

능동소자들은 입력 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득이 

감소하는 비선형 동작에 의해 출력 벨이 제한된다. 

제작한 회로가 선형 으로 동작할 있는 역을 단하

기 해 1dB 압축 을 고려하 으며, 그림 8은 입력

력에 따른 주 수 역별 1dB 압축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주 수 역별 선형 인 증폭기 동작 특성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DC 바이어스 조건은 VDD = 8 

V, VGS = -0.4 V, IDS = 10 mA으로 하 다.

그림 8. 역별 1dB 압축  특성
Fig. 8 The P1dB characteristic of 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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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S- 라미터(S21, S12) 측정결과를 나타내

었다. 압이득은 737.5 MHz에서 6.0575 GHz까지 

10.635 dB ∼ 14.407 dB 성능을 갖으며, 측정 시 정합

회로 튜닝  최 화를 통하여 그림 4의 모의실험 결

과보다 향상된 이득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9. S- 라미터(S21, S12) 측정결과
Fig. 9  The measurement result of s-parameter(S21, S12)

그림 10은 S- 라미터(S11, S22) 측정결과를 나타내

었다. 출력 반사계수 특성은 2.2809 GHz부터 6.0575 

GHz까지 -15 dB이하의 성능을 갖는다.

그림 10. S- 라미터(S11, S22) 측정결과
Fig. 10 The measurement result of s-parameter(S11, S22)

표 1은 주 수 역별 고조  특성에 한 측정결

과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역 동작을 

한 주 수 역인 737.5 MHz에서 6.0575 GHz까지 

기본 와 제2차 고조  사이에 20 dBc 이상의 고조  

억압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1. 고조  특성 측정결과
Table 1. The measurement result of harmonic

Freq. Input(dBm) Pout(dBm) 2
ND
(dBm) 3

RD
(dBm)

720

MHz 

-10.0 2.67 -21.83 -36.83

-5.0 5.83 -12.33 -24.17

0.0 9.33 -3.5 -13.83

-15.0 -2.17 -31.67 -44.83

4,595

MHz 

-10.0 4.67 -21.83 -43.5

-5.0 9.67 -9 -36

0.0 10.83 -4.5 -15.83

-15.0 -0.17 -31.83 -

6,035

MHz 

-10.0 3.37 -31.33 -

-5.0 8 -21.17 -42.5

0.0 10.83 -13.83 -26.67

-15.0 -1.67 -40.33 -

Ⅴ. 결 론

본 논문은 마이크로웨이  역(X- 역, Ku-

역, K- 역  Ka- 역) 수신기 구성을 한 역 

RF 증폭기를 설계  제작하 다. 역 RF 증폭기

는 수신된 신호의 안정 인 증폭을 하여 소스단자

에 연결되는 비아까지 EM 설계를 하 으며, 능동소자

의 소오스(Source) 측이 이상 인 지(GND)로 동작

함에 따라 발진하는 요소를 최소화 하여 역에서 

일정한 이득 특성  안정 인 증폭특성을 얻도록 하

다. 상용 GaAs FET를 사용하여 IF 주 수 역인 

720 MHz, 4,595 MHz와 6,035 MHz에서 동작하도록 

입력  출력 정합회로를 구성하 으며, 측정결과 

역 동작을 한 주 수 역 737.5 MHz에서 6.0575 

GHz까지 10.635 dB ∼ 14.407 dB 성능을 갖고, 20 

dBc 이상의 고조  억압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

해 용하고자 하는 구조의 마이크로웨이  역 

수신기  다른 응용분야의 역 수신기에도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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