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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량 추돌 방지 단거리 레이더용 24-GHz CMOS 고주파 전력 증폭기 (RF power amplifier)를 제안

한다. 이러한 회로는 클래스-A 모드 증폭기로서 단간 (inter-stages) 공액 정합 (conjugate matching) 회로를 가진 공통

-소스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한 회로는 TSMC 0.13-µm 혼성신호/고주파 CMOS 공정 (fT/fMAX=120/140GHz)으
로 설계하였다. 2볼트 전원전압에서 동작하며, 저전압 전원에서도 높은 전력 이득, 낮은 삽입 손실 및 낮은 잡음지수

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체 칩 면적을 줄이기 위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실제 인덕터 대신 전송선 

(transmission line)을 이용하였다. 설계한 CMOS 고주파 전력 증폭기는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비해 0.1mm2의 가

장 작은 칩 크기, 40mW의 가장 적은 소비전력, 26.5dB의 가장 높은 전력이득, 19.2dBm의 가장 높은 포화 출력 전력 

및 17.2%의 가장 높은 최대 전력부가 효율 특성을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24-GHz CMOS radio frequency (RF) power amplifier for short-range automotive collision 
avoidance radars. This circuit contains common source stage with inter-stages conjugate matching circuit as a class-A 
mode amplifier. The proposed circuit is designed using TSMC 0.13-µm mixed signal/RF CMOS process (
=120/140GHz). It operates at the supply voltage of 2V, and it is designed to have high power gain, low insertion loss 
and low noise figure in the low supply voltage. To reduce total chip area, the circuit used transmission lines instead of 
the bulky real inductor. The designed CMOS power amplifier showed the smallest chip size of 0.1mm2, the lowest 
power consumption of 40mW, the highest power gain of 26.5dB, the highest saturated output power of 19.2dBm and 
the highest maximum power-added efficiency of 17.2% as compared to recently reported results. 

키워드 : 24-GHz, 차량 추돌 방지, CMOS 전력증폭기, 전송선

Key word : 24GHz, automotive collision avoidance, CMOS power amplifier, transmiss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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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통신, 바이오 및 자동차 

분야에 시스템-온-칩 (SoC, System-on-a-Chip)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중

이며, 일부에서는 개발 및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

다. 21세기 중추적인 전자 부품 및 시스템 산업으로 각

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제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술로 또는 기반 기술로 크게 기

대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24GHz 차량용 감지 레이

더 센서 개발에 접맥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1-5]. 자동차 레이더 부품 기술의 대표적인 활용 

예인 차량안전시스템이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현하

기 위한 필수 기술로 열악한 기상조건 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

으로 개발된 차량의 안전 운행 시스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차량용 레이더는 물체의 거리 및 움직이는 속도 

등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 측후방 감시용 단거리 레이

더 (SRR, Short Range Radar)와 충돌 방지용 전방 감시 

장거리 레이더 (LRR, Long Range Radar)로 분류된다. 
충돌 방지 레이더에 대한 연구는 미래 지능형 자동차 

개발과 잘 조화되어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

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된 미국,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

로 완성차 업계, 부품업계, 학계 및 연구계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2-6].  
본 논문에서는 차량 측후방 감시용 단거리 레이더를 

위한 24-GHz 전력 증폭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회로는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저 전력 동작의 장점을 가진다. 
24GHz의 초고주파 대역에서 성능 저하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기생용량 성분들을 최소로 하기 위해 초고주

파 회로 설계 기술과 레이아웃 기술을 연구하였다. 

Ⅱ. 회로설계

2.1. 24GHz 차량용 레이더 송신기 개요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설계한 24GHz CMOS 전력 증

폭기가 적용될 차량 추돌 방지 레이더 송신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레이더는 30m 이내의 차량 측후방 물체

를 감지할 수 있고, 직접 변환 (direct conversion) 특성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력증폭기가 직접 

변환 송신기 응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레이더 

송신기에서 전력 증폭기는 송신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

할을 한다.

Fig. 1 Automotive collision avoidance radar transmitter 

2.2. 제안하는 회로

고주파 전력증폭기의 중요한 성능변수로는 선형성 

(linearity 또는 출력 1dB compression, P1dB), 전력 이

득 (power gain), 출력 전력 (output power) 및 효율 

(efficiency, PAE)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서

로 tradeoffs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목표 성능 사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심한 설계 및 레이아웃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24-GHz 2단 

CMOS 고주파 전력 증폭기를 나타낸 것이다. 설계한 

증폭기는 24-GHz의 초고주파수에서 높은 전압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캐스코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전력증

폭기는 클래스-A 모드 증폭기로서 단간 (inter-stages) 
공액 정합 (conjugate matching) 회로를 가진 공통-소스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한 회로는 TSMC 0.13-µm 
혼성신호/고주파 CMOS 공정 (fT/fMAX=120/140GHz)으
로 설계하였다. 2볼트 전원전압에서 동작하며, 저전압 

전원 공급에서도 높은 전력 이득, 낮은 삽입 손실 및 낮

은 잡음지수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전체 칩 면적을 

줄이기 위해 임피던스 정합용으로 사용하는 넓은 면적

을 차지하는 실제 인덕터 대신 전송선 T1∼T12를 사용하

였다. 고주파 잡음, 전원 잡음 및 EMI를 줄이기 위해 

decoupling 커패시터 C2∼C3 및 C5를 사용하였다. Vbias

에는 전류원 회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하여 

MOSFET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을 조절하였다. 
및 의 드레인 영역으로 안정된 직류 전력 공급과 함

께 일정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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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증폭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고주파 소신호 

등가 모델을 도출하였다. 또한 목표로 하는 전력이득과 

소비전력을 고려하여 W/L=39/0.13가 되도록 M1 및 M3

을 설계하였고, M2는 W/L=26/0.13의 값을 가진다. M1

의 게이트-드레인 커패시턴스를 무시할 경우 M1의 게

이트로의 입력임피던스는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

 
                          (1)

여기서 간략화를 위해 전송선의 감쇠 저항은 무시하였

다. 은 트랜지스터 의 게이트와 소스간 커패시

턴스로서   를 가진다.

또한 첫 번째 단의 단방향(unilateral) 전력이득은 식 

(2)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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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24GHz CMOS power amplifier

MOSFET의 게이트에 바이어스 전압을 공급하기 위

해 ∼을 사용하였다. 회로에 사용된 커패시터는 

금속-절연체-금속 (MIM) 형태로 구현하였다. CMOS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속도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생용량성분이 최소가 되도록 초고주파 회

로 설계 기술 및 레이아웃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각 블록의 하위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들의 배열

을 접힘형 (Folded) 구조로 구성하여 기생성분의 영향

을 최소화하였다[2,7]. 
본 논문에서는 전력 증폭기의 전체 칩 면적을 줄이고 

정확한 선 위상 천이를 얻기 위해 넓은 면적을 차지하

는 실제 인덕터 대신 전송선 면적 최적화를 통해 최소 

면적의 전송선을 구현하였다. 표 1은 실제 인덕터를 사

용한 경우와 전송선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면적 비교를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의 전체 

칩 면적은 0.1mm2의 특성을 보였다. 표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전송선의 경우 0.14×0.21mm2의 면적을 보였고, 
전력 증폭기 면적 대비 약 29%의 점유율을 보였다. 실
제 인덕터를 사용할 경우 약 73%의 점유율을 보였기 때

문에 전송선을 사용한 경우 약 44%의 더 작은 공간을 

차지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ransmission line areas 

Transmission
Lines

Area
(μm×μm) Inductor Area

(μm×μm)
T1 (=T3=T4=T5= 
T7=T9=T10=T11)

20×150 L1 (=L3) 120×120

T2 (=T6=T8=T12) 30×150 L2 (=L4) 150×150
Total Transmission

Lines 140×210 Total
Inductor 270×270

Amplifier 300×335 Amplifier 300×335
Occupation ratio 

(%) 29 Occupation 
ratio (%) 73

Ⅲ. 시뮬레이션 결과

회로 성능을 위해 시뮬레이션 툴로써 Agilent사의 

ADS를 이용하였고, 모든 수동 구조들에 대해 전파 EM 
분석을 수행하였다. 바이어스 메커니즘의 속도는 바이

어스 저항과 그림 2에서의 트랜지스터 ( )의 게이트

에서 게이트-소스 기생 커패시터에 의해 결정된다. 따
라서 전력 증폭기의 입력 전력을 -30dBm에서 0dBm까

지 변화를 주면서 시간 영역 시뮬레이션에 근거하여 약 

5ns의 정착 시간을 설정하였다. 표 2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 Simulation condition

Parameter Value
RF frequency range, f (GHz) 17∼33
RF opreation frequency, fRF (GHz) 24
RF power range (dBm) -30∼0
VDD (V) 2
Two tones test space (MHz)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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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입력 반사계수 (S11, input reflection 
coefficient), 역방향 격리 (S12, reverse isolation), 전력

이득 (S21, GP, power gain) 및 출력 반사계수 (S22, 
output reflection coefficient)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반
사손실은 알려진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력임피던

스 정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2]. 측정된 입력임피던

스가 전송선의 이상적인 특성임피던스 값 (Z0)인 50
에 가까울수록 반사계수는 0에 가까워짐을 의미하며, 
회로는 입력 임피던스 정합 특성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Fig. 3 S-parameters characteristics 

그림 3에서 전력 증폭기의 전력이득 부하에 전달된 

전력 (power delivered to load)과 네트워크로 입력되는 

전력 (power to input the network)의 비로 나타낸다. 또
한 GT는 송신전력 (transducer gain)으로서 부하에 전달

된 전력 (power delivered to load)과 소스로 부터 이용 

가능한 전력 (power available from the source)의 비로 

나타낸다. 만약 전력 소스가 네트워크와 완전히 정합이 

되었을 때, GT=GP의 특성을 보인다. 24GHz의 초고주

파 동작주파수에서 높은 전력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최

적화된 W/L을 가진 M1~M3을 사용하였고, 전송선들을 

삽입하였다. 그림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작주파수 

24GHz에서 –22.2dB의 입력 반사계수, –40.5dB의 역

방향 격리, 26.5dB의 전력이득 및 –25.1dB의 출력 반

사계수 특성을 보였다. 
그림 4는 주파수에 따른  포화 출력 전력 (Psat) 및 최

대 전력부가 효율 (Power Added Efficient, PAE)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22~28GHz에 대해 17.5~18dBm의 출력 

전력 특성과 12.3~13.5%의 최대 전력부가 효율 특성을 

각각 보였다. 특히 24GHz에서 19.2dBm의 높은 출력 

전력 특성과 17.2%의 우수한 최대 전력부가 효율 특성

을 보였다. 

Fig. 4 Saturated power(Psat) and PAE versus input power

그림 5는 24GHz에서 전력 증폭기의 입력 전력에 대

한 출력 전력 및 전력 이득을 나타낸 것이다. 전력증폭

기는 허용 가능한 동적 범위 (dynamic rang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 전력에 따라 출력 전력과 전력 이득

이 변경된다. 그림 5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설계한 증폭기

는 26.5dB의 우수한 전력 이득을 보였고, -17dBm의 입

력 1-dB 압축 점 (input 1-dB compression point, IP1dB)
에 대해 14.6dBm의 출력 1-dB 압축 점 (OP1dB) 특성을 

각각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한 전력 증폭기가  다

양한 입력 전력에 대해 우수한 전력 이득 및 출력 전력 

특성을 가짐을 증명한다.

Fig. 5 Output power and power gain versus input power

그림 6은 24GHz에서 전력 증폭기의 입력 전력에 대

한 출력 전력 및 최대 전력부가 효율 특성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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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4GHz에서 19.2dBm의 높은 출력 전력 특성과 

17.2%의 우수한 최대 전력부가 효율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차량 추돌 방지 레이더용 전력 증폭

기는 펄스를 이용한 레이더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안테나를 통해 펄스를 전송함에 있어 펄

스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위상 선형성 (즉, 작은 

그룹 지연 변동)이 요구된다 [8]. 출력 전력 및 최대 전

력부가 효율 특성이 우수할수록 위상 선형성이 우수함

을 증명한다[8].  

Fig. 6 Output power and PAE versus input power

Table. 3 Comparison for recently reported 24GHz CMOS 
power amplifier

Reference [8] [9] [10] [11] This 
Work

Process(μm) 0.18 0.18 0.18 0.20 0.13

Frequency 
(GHz) 24 22 24 24 24

OIP3(dBm) 7 15.4 14 23 18

Power Gain
(dB) 22.8 11.9 7 19 26.5

Psat (dBm) 15.9 17.4 14.5 15 19.2

DC Power
Consumption

(mW)
163.8 108 280 939 40

S11/S22(dB) -14.3/
-17 -8/-10 -6.9/

-16
-12.4/

-
-22.2/
-25.1

S12(dB) -64 - -40 -10.5 -40.5

Maximum 
PAE(%) 14.6 12 6.5 13 17.2

Chip Area
(mm2) 0.84 0.4 1.26 6.003 0.1

표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24GHz CMOS 전력 증폭

기와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비교한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제작공정, OIP3, 전력 이득, 포화 출력 전력, 
입력/출력 반사 계수, 역방향 격리, 최대 전력부가 효율 

및 칩 크기를 각각 비교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설계한 CMOS 고주파 전력 증폭기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비해 0.1mm2의 가장 작은 칩 크기, 40mW의 

가장 적은 소비전력, 26.5dB의 가장 높은 전력이득, 
19.2dBm의 가장 높은 포화 출력 전력 및 17.2%의 가장 

높은 최대 전력부가 효율 특성을 보였다. 또한 우수한 S 
파리미터 특성을 보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추돌 방지 단거리 레이더를 위한 

CMOS 전력 증폭기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회로는 

24GHz의 동작주파수를 가지며, 2V의 전원전압에서 동

작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회로는 TSMC 0.13µm 혼성신

호/고주파 CMOS 공정 (=120/140GHz)으로 설

계 및 제작되었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실제 인덕터 

대신 전송선을 사용하여 전체 칩 면적을 줄이고 정확한 

선 위상 천이 특성을 확보하였다. 제안한 회로는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비해 40mW의 가장 적은 소비전력, 
26.5dB의 가장 높은 전력이득, 0.1mm2의 가장 작은 칩 

크기와 19.2dBm의 가장 높은 포화 출력 전력 및 17.2%
의 가장 높은 최대 전력부가 효율 특성을 보였다. 또한 

우수한 S 파리미터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향후 단거리 레이더의 전력 증폭기 설계 기술에 적

용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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