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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텔레비전 유휴 주파수 대역(470 MHz ~ 698 MHz)에서 적용 가능한 우수한 수신감도와 높은 선형 

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RF 수신기 구조와 회로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RF 수신기는 0.13-μm CMOS 공
정으로 설계되었으며, 저잡음 증폭기, 고주파 대역 통과 필터, 고주파 증폭기, 수동 하향 주파수 변환기, 그리고 기저

대역 통과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수신감도를 얻기 위해 저잡음 증폭기와 고주파 증폭기를 적용하였으며, 인접 

채널에 위치하는 인터피어러를 고주파 대역에서 필터링하기 위해 MOS 스위치와 커패시터를 이용한 고주파 대역 

통과 필터와 수동 하향 주파수 변환기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제안된 4차 저역통과 필터는 공통-게이트 증폭기에 기

존의 바이쿼드 셀을 적용하여 -24dB/oct 필터링 특성을 얻었다. 모의 실험결과로부터 설계된 RF 수신기는 56 dB의 

전압이득, 2 dB 이하의 잡음 지수, -2.3 dBm의 IIP3 (out-of-channel) 성능을 제공하며, 1.5 V 전원으로부터 37 mA를 

소모 한다. 

ABSTRACT 

This paper has proposed a low-noise and high-linear RF receiver supporting TV white space from 470 MHz to 698 
MHz), which is implemented in 0.13-μm CMOS technology. It consists of a low-noise amplifier, a RF band-pass filter, 
a RF amplifier, a passive down-conversion mixer, and a channel-selection low-pass filter. A low-noise amplifier and 
RF amplifier provide a high voltage gain to improve the sensitivity level. To suppress strong and nearby interferers, 
two RF filtering schemes have been performed by using a RF BPF and a down-conversion mixer. The proposed LPF 
has been based on the common-gate topology and adopted a bi-quad cell to achieve -24dB/oct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RF receiver can support the overall TV band by controlling a LO frequency. The simulated results show a 
voltage gain of 56 dB, a noise figure of less than 2 dB, and an out-of-channel IIP3 of -2.3 dBm. It consumes 37 mA 
from a 1.5 V supply voltage.     

키워드 : 저잡음 증폭기, RF 필터링, RF 수신기, 수동 믹서, 텔레비전 유휴 주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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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텔레비전 유휴 주파수 대역(TV White space, 470 

MHz ~ 698 MHz)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텔레비전 

주파수 대역에서 지역별, 시간대별로 방송에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1]. 최근, 장거리 무선 통

신망을 경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유휴 주

파수 대역을 활용한 이동통신, 무선랜(WiFi), 근거리개

인통신(WPAN)등 다양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2]. 

특히, 텔레비전 유휴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근거

리개인통신 기술은 IEEE 802.15.4m[3]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외곽이나 시골지역의 가

정에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원격 검침하여 사업

자들에게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운용비용을 절

감시킬 수 있는 스마트 미터링(Smart metering) 서비스

가 있다. 

표 1은 IEEE 802.15.4m 물리계층 (Physical layer,  

PHY)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3]. 표 1에서 RF 송신

기의 최대 출력은 기존 텔레비전 방송 채널들을 보호하

기 위해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규

정(100 kHz 대역 폭 기준 최대 +2.6 dBm 이하)이 적용

되었다. IEEE 802.15.4m 표준은 그림 2와 같이 6 MHz 

방송 채널에 대하여 4개의 서브-채널(Sub-channel)들

을 할당하였고, 1개의 서브-채널 대역폭은 1.25 MHz이

다. 한 채널당 데이터 전송률은 모듈레이션에 따라 최

소 390 kps에서 최대 1.56 Mbps으로 고화질 이미지 전

송도 가능하다. 

IEEE 802.15.4m 표준을 지원하는 RF 수신기는 표 1

에서 -97 dBm 이상의 수신감도를 확보해야 하나, 제한

된 +2.6 dBm의 송신 파워에 대해 설계 마진을 고려하

면 실제적으로 -100 dBm 이상의 수신감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RF 수신기는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 신호 

및 무선 랜과 같은 다른 서비스 신호들이 공존하는 주

파수 대역에서 동작을 해야 하므로 높은 선형 특성을 

확보해야한다. 만약 RF 수신기가 이러한 원하지 않는 

신호(Interferer, 인터피어러)들을 쉽게 필터링 하기 위

해 인터피어러로부터 수 십 MHz 이상 떨어진 주파수 

대역만 사용한다면 텔레비전 유휴 주파수 대역 활용률

은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주파수 활용률을 높이기 위

Fig. 1 TV White space.

Fig. 2 IEEE 802.15.4m channel.

Table. 1 Summary of IEEE 802.15.4m PHY.

 Parameter Specifications

Tx average power < +2.6 dBm/100 kHz

PDS limit to adjacent channel > 55.4 dBc

Nominal bandwidth 1250 kHz

Guard band 500 kHz

DFT size 128

Data rate
390.625 kbps (BPSK)
781.250 kbps (QPSK)
1562.5 kbps (16-QAM)

Sensitivity level -97 dBm

Phase noise -100 dBc@100 kHz

해서는 그림 3과 같이 인터피어러가 인접 채널에 위치

하더라도 원하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고성능 필터링 

기능을 가지는 RF 수신기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림 3에

서 서브-채널 1번과 2번은 인터피어러로부터 너무 가까

이 위치하여 통신에 사용될 수 없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터피어러로부터 3 MHz 이상 떨어져 있는 서브-채널 

3번과 4번은 수신할 수 있는 우수한 RF 필터링 성능을 

가지는 RF 수신기 구조를 제안하였다. 

높은 수신감도와 우수한 선형특성을 동시에 구현하

고자 하는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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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저잡음 증폭기(Low-noise amplifier, LNA)가 수신

기에서 첫 번째 단에 위치하는 수신기 구조는 기저대역

회로들에서 발생하는 잡음들을 억제하여 우수한 수신 

감도를 제공한다[4, 5]. 그러나, 인접한 주파수 대역에 

위치하는 인터피어러가 수신될 경우, 저잡음 증폭기의 

높은 전압이득에 의해 수신기 전체가 포화 되어 수신기 

전체의 수신감도가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수동 믹서를 첫 번째 단에 배치시킨 수신기 

구조[6-8]들은 우수한 RF 필터링 특성을 이용하여 높은 

선형 특성을 확보 할 수 있으나, RF 대역에서 전압 이득

을 제공하는 회로가 없기 때문에 수신기 전체의 수신감

도 특성이 좋지 못한 단점이 있다. 또한, 이들 수신기들

은 수 십 MHz 이상 떨어져 있는 인터피어러에 대해서

는 우수한 RF 필터링 성능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림 3

과 같이 매우 근거리에 위치하는 인터피어러에 대해서

는 충분한 필터링을 제공할 수가 없다. 

 

Fig. 3 Interferer in TV band.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4m 표준을 지원하며 텔

레비전 주파수대역에서 동작할 수 있는 RF 수신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RF 수신기는 높은 수신감도를 

얻기 위해 저잡음 증폭기와 RF 증폭기를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인접 채널에 위치하는 인터피어러도 원활하게 

필터링하기 위해 RF 대역에서는 RF BPF와 수동 주파

수 변환기를 적용하였고 기저대역에서는 4차 저역통과

필터를 사용하였다. 모의 실험결과로부터 제안하는 RF 

수신기는 2 dB이하의 잡음지수와 3 MHz 떨어진 인터

피어러에 대해 39.5 dB의 감쇄 특성을 가진다.     

 

Ⅱ. 제안하는 RF 수신기 구조

그림 4는 제안하는 RF 수신기 구조와 수신된 신호와

Fig. 4 Proposed RF front-end receiver.

인터피어러가 수신기 내부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RF 수신기는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직

접변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저잡음 증폭기, 고주파 

대역통과 필터 (RF band-pass filter, RF BPF), 고주파 

증폭기(RF amplifier, RF AMP), 수동 하향 주파수 변

환기(Downconversion passive mixer), 저역통과 필터

(low-passed filter, LPF)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에서 

저잡음 증폭기와 RF 증폭기는 470 MHz에서 698 MHz

텔레비전 주파수 대역에서 32 dB 이상의 전압이득을 

제공하여 저역 통과 필터에서 발생하는 잡음들이 신호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인터피어러가 저잡음 증폭기와 RF 증폭기의 높은 전압 

이득에 의해 증폭되어 수신단를 포화시키지 않도록 저

잡음 증폭기와 RF 증폭기사이에 RF BPF를 적용하였

다. RF BPF는 각각 8개의 커패시터와 MOS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위상을 가지는 LO(Local 

oscillator) 신호로 구동된다. 8개의 커패시터는 기저대

역에서 저역 통과 필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진다.  

Fig. 5 Impedance transformation by passive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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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RF BPF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MOS 스위치로 구성된 수동 믹서에 의한 임피던스 변

환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5에서 MOS 스위치로 

구현된 수동 믹서에 의해 저역통과 주파수 응답특성을 

가지는 기저대역 임피던스 ZBB가 4개의 위상 LO 신호

에 의해 LO 주파수 대역으로 중심주파수가 이동되어 

대역통과 주파수 응답특성을 가지는 RF 임피던스 ZRF

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기저대역 임피던

스는 일반적으로 저항과 커패시터의 병렬 형태로 구성

되어 저역 통과 필터 특성을 가지며 차단 주파수는 

 로 결정된다. 수식 (1)은 임피던스 변환

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고, RSW는 MOS 스위치의 전체 

기생 저항 값을 나타낸다[5-7].  

≈


   (1)

수식 (1)에서 대역 통과 필터의 중심주파수는 LO 주

파수와 동일하며, LO 주파수가 가변되면 대역 통과 필

터의 중심 주파수도 함께 가변 되므로 가변 필터로 동

작할 수 있다. 그림 5의 대역 통과 필터의 Q-팩터

(Quality factor)는 약 100 정도이며, 인덕터와 커패시터

를 이용한 기존의 공진회로의 Q-팩터(약 20) 보다 훨씬 

높은 값으로 고주파 대역에서 적은 칩 면적으로 매우 

우수한 선택도를 제공한다.      

그림 4의 수동 하향 주파수 변환기는  RF 입력 신호

를 LO 신호에 의해 하향 주파수 변환하는 기능을 하지

만, 수동 변환기의 고유 특성으로 입출력 단의 격리 특

성이 없기 때문에, 그림 5와 동일하게 기저대역신호를 

RF 주파수로 상향주파수 변환시키는 기능도 한다[5]. 

이 기능에 의해 저역통과 필터의 임력임피던스 ZBB의 

중심주파수는 수동 믹서의 입력단에서 RF 중심주파

수, 즉 LO 주파수로 상향 이동되어 감쇄특성이 우수한 

대역통과 주파수 응답특성으로 변환하게 된다. 따라서 

RF 증폭기의 출력단에서의 등가 임피던스는 RF 주파

수에서만 높은 값을 제공하는 대역통과필터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가지게 된다. 원하는 신호는 LO 주파수와 

동일하여 높은 임피던스에 의해 증폭되지만, LO 주파

수에서 멀리 위치하는 인터피어러는 필터링 된다. 

결론적으로, 그림 4에서 원하지 않는 인터피어러들

은 RF 주파수대역에서 RF BPF에 의해 1차 필터링 되

고 수동 하향 주파수 변환기에 의해 2차 필터링 된다. 

그리고, 기저 대역에서는 저역통과필터(LPF)에 의해 

최종 필터링이 된다. RF 증폭기와 수동 하향주파수 변

환기는 4개 위상   의 LO 신호

에 의해 동시에 구동되며, 대역 통과 필터 ZRF1과 ZRF2

의 중심 주파수는 LO 주파수의 이동에 의해 정확하게 

컨트롤 되어 이동 가능하여 470 MHz에서 698 MHz 전 

대역에 걸쳐 가변 대역 통과 필터기능을 수행한다. 

Ⅲ. 회로 설계

그림 6은 제안하는 저잡음 증폭기(LNA), 고주파 대

역통과 필터(RF BPF), 그리고 RF 증폭기(RF AMP)의 

회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저잡음 증폭기는 텔레비전 주파수 대역(470 MHz ~ 

698 MHz) 전 대역을 지원하기 위해 광대역 및 멀티-밴

드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단

은 공통-게이트(MCG)증폭기 구조를 이용하여 추가 정

합회로 없이 텔레비전 주파수 전 대역에 걸쳐 50 Ω 소

스-임피던스(source impedance) 정합을 구현하였다[9].

≈


                            (2)

Fig. 6 Low-noise amplifier, RF BPF, and RF AMP. 

수식 (2)에서 는 공통-게이트 증폭기의 입력 임피

던스이고 는 입력 트랜지스터 MCG의 트랜스컨

덕턴스(transconductance) 값이다. 안테나에서 저잡음 

증폭기 입력단으로 전달되는 RF 수신 신호는 공통-모

드 노이즈에 취약한 단일 위상신호이기 때문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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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MCS)증폭기를 공통-게이트 증폭기(MCG)에  병렬

로 연결하여 차동 출력신호를 얻고자 하였다. 그림 6에

서 RF 단일 위상 신호는 공통-게이트 증폭기와 공통-

소스 증폭기에 동시에 인가됨을 주목해야 한다. RF 단

일 위상 신호 에 대해 저잡음 증폭기의 차동 출력 전

류 신호는 식 (3)와 같이 표현된다.

            (3)

저잡음 증폭기의 부하는 LC 공진회로(LCT, CL)를 

이용하였는데, 23 nH 고정된 값의 센터-탭(center-tap) 

인덕터에 대하여 3-bit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CL값을 

가변 하여 원하는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공진 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Fig. 7 Simulated the center freq. of the RF BPF at 
470MHz.

RF BPF는 신호 레벨의 크기가 큰 인터피어러가 수

신되어 저잡음 증폭기를 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저잡음 증폭기의 출력단과 RF 증폭기의 입력단 

사이에 연결되었다. 그림 6에서 RF BPF는 각 신호라

인에 4개의 MOS 스위치와 4개의 커패시터 CB로 구성

되어 있으며, 4개 위상의 LO 신호에 의해 구동된다

[5-7]. RF 대역통과 필터에서 높은 감쇄특성을 얻기 위

해서는 칩 안에서 큰 값의 CB가 구현되어야 하는데 이

는 곧 칩 면적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칩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큰 값의 

CB를 MIM (Metal-Insulator-Metal) 커패시터와 MOS 

(Metal-Oxide-Semiconductor)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 

사용하였고, MOS 커패시터는 레이아웃 단계에서 MIM 

커패시터 아래에 위치시켰다. ZRF1의 대역 통과 필터의 

감쇄 특성은 MOS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기생저항 성분

에 의해서도 제한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사

이즈의 MOS 스위치를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큰 사이

즈의 MOS 스위치 사용은 저잡음 증폭기의 출력단에서 

기생 커패시턴스성분을 증가시켜 RF BPF의 중심주파

수를 LO 주파수로부터 이탈시키는 현상을 유발하게 된

다. 그러나, 그림 6의 제안한 저잡음 증폭기에서 인덕터 

부하 LCT를 이용하여 CD의 3-bit 조정으로 MOS 스위치

에 의한 기생 커패시터 성분이 있더라도 LO 주파수에

서 정확하게 공진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7는 저잡음 

증폭기의 출력단의 기생 커패시터 성분에 의한 RF BPF

의 470 MHz 중심 주파수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저잡음 증폭기의 전압이득을 동일하게 한 

후 저항 부하를 사용했을 때, RF BPF의 중심 주파수는 

468 MHz으로 470 MHz로부터 2 MHz 하향으로 이탈

하였다. 그러나, 그림 7에서 LC 공진회로가 저잡음 증

폭기의 부하로 사용되어 기생 커패시터들이 제거된 경

우 RF BPF의 중심주파수는 470 MHz의 LO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였다. 

그림 6에서 RF 증폭기는 RF 입력 신호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RF BPF와 하향 수동 주파수 변환기를 서

로 격리시키는 버퍼(Buffer) 역할도 수행한다. RF BPF

와 하향 주파수 변환기는 LO신호에 의한 스위칭 동작

을 하여 임피던스 변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

에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RF 증폭기에서 

피드백 저항 RF (= 10kΩ)은 M1과 M2의 바이어스 전압

을 결정하지만 RF 증폭기의 입출력 임피던스 변환에

는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입/출력단간의 높은 격리 특

성을 제공한다. 모의실험 결과 RF 증폭기는 입/출력단

간 45 dB의 격리 특성을 가진다. 또한, RF 증폭기는 RF 

BPF의 MOS 스위치가 필요로 하는 바이어스 전압 

(0.7V)을 직접 연결 형태로 공급한다. 그림 6에서 제안

하는 저잡음 증폭기와 RF 증폭기는 1.5 V 전원으로부

터 각각 25 mA, 10 mA 전류를 소모한다. 

 그림 6에서 수동 하향 주파수 변환기는 RF BPF와 

동일하게 MOS 스위치를 이용한 더블밸런스 구조이다

[8]. 전압이득이 없는 수동 하향 주파수변환기는 스위

칭 동작시 dc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dc-옵셋(dc-offset)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접 변환 방식 수신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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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적용된다. 수동 하향주파수 변환기는 RF 입력신

호를 기저대역으로 하향 주파수 변환 뿐만 아니라, RF 

BPF와 동일한 원리로 기저대역 저역통과 필터의 입력 

임피던스를 LO 주파수 대역으로 상향 주파수 변환 시

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RF BPF에 의해 1차 필

터링된 인터피어러들은 수동 하향 주파수 변환기의 입

력단에서 다시 한 번 더 필터링 된다.

Fig. 8 Proposed 4th-order low-pass filter. 

그림 8은 제안하는 기저대역 저역통과 필터(Low- 

pass filter, LPF)의 회로도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기저

대역 저역통과 필터는 앞단의 하향 주파수 변환기에 

0.5V 바이어스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공통-게이트 구

조를 기본적으로 채택하였으며, 능동-RC 구조[10]를 

지양하고, 바이-쿼드(Bi-quad) 구조를 적용하여 적은 

칩 면적에서 우수한 저역 통과 특성을 확보하였다[11].  

그림 8의 저역 통과 필터는 공통-게이트 입력단(CIN, 

MCG)에서 RC 1차 저역통과 특성, 바이-쿼드 셀(C1, 2, 

M1, 2)에서 2차 저역통과 특성, 그리고 출력단(RD, CD)

에서 RC 1차 저역통과 특성을 구현하여 전체 4차 저역 

통과 특성을 확보하였다. 바이-쿼드 셀의 2차 저역통과 

특성에서 -1dB 차단 주파수는 수식 (4)에서 M1의 트랜

스 컨덕턴스 gm1과 C1, C2값에 의해 결정되고, 1.25 

MHz 채널 대역폭을 반영하여 1 MHz로 결정 되었다. 

필터링된 신호는 본 논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650 

kHz(=1.25MHz/2)차단 주파수를 가지는 5차 채널 선택 

필터에 의해 더욱 필터링 된다. 

 


 ×                     (4)

Fig. 9 Layout (1.4 mm × 0.9 mm).

Fig. 10 Frequency response (S21) from LNA to RF AMP.

Ⅳ. 모의실험 결과 

그림 4의 제안하는 RF 수신기는 그림 9과 같이 0.13-

μm CMOS 공정으로 설계되어 RF 송신기, 주파수 합성

기, 신호변환기, 그리고 모뎀과 같은 디지털 회로들이 

모두 집적화된 시스템-온-칩(System-on-Chip)구현에 

적용되었다. RF 수신단 성능은 SoC 칩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측정상의 제약으로 모의 실험결

과만 제시하였다.   

그림 10은 저잡음 증폭기에서 RF 증폭기까지 주파

수 응답특성 (S21)을 LO 주파수를 470 MHz에서 698 

MHz까지 변화시키면서 진행한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전체 주파수 응답특성인 대역 통과 필터 특성은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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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F에 의해 결정되고, LO 주파수에 따라 중심 주파수

가 정확하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전압 

이득은 텔레비전 주파수 전 대역에 걸쳐 33 dB ~ 35 dB

이다.  

그림 11은 RF 수신기의 수신감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저잡음 증폭기, RF BPF, 그리고 RF 증폭기까지 

전체 잡음 지수(Noise figure, NF)에 대한 모의실험 결

과이다. 잡음 지수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므로, 

모의실험은 텔레비전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높은 대역

에서 진행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저잡음 증폭기에서 

RF 증폭기까지 1 dB이하의 잡음지수를 얻었다. 이 사

실은 RF BPF가 고주파 대역에서 잡음 지수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12은 680 

MHz 동작주파수에 대하여 그림 4의 저잡음 증폭기에

서 저주파 대역 필터까지 RF 수신기 전체 회로 블록에 

대한 더블-사이드 밴드(Double-side band, DSB) 잡음 

지수를 모의 실험한 결과로써 1 kHz에서 4 dB이며, 기

저대역의 신호가 있는 채널 대역폭 5 kHz ~ 1 MHz에서 

는 약 2 dB결과를 얻었다. 1 kHz 이하 대역은  저주

파 노이즈 영향이 큰 영역으로 신호가 위치하지 않는 

대역이다. 채널 대역폭에서 2 dB의 낮은 잡음지수는 저

잡음 증폭기와 RF 증폭기의 높은 전압으로 얻을 수 있

는 결과였다.   

그림 13은 저잡음 증폭기에서 수동 하향 주파수 변

환기까지의 신호 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RF 필터링과 

저역통과 필터의 필터링 성능에 대해 각각 모의실험 

Fig. 11 Simulated noise figure (NF) from LNA to RF 
AMP at 680MHz.

Fig. 12 Overall DSB NF from LNA to LPF at 680MHz. 

(a)

(b)

Fig. 13 RF filtering (a) and channel filteri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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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 준다. 인터피어러는 그림 3과 같이 원하는 

서브-채널로부터 △f = 3 MHz 떨어진 대역에 위치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3-(a)에서 670 MHz 중심 

주파수에 대해 3 MHz 떨어진 673 MHz 인터피어러는 

7.5 dB 감쇄되며, 그림 13-(b)에서 3 MHz 떨어진 인터

피어러는 32 dB 감쇄되어, 결과적으로 인터피어러는 

저잡음 증폭기에서 저역통과 필터까지 3 MHz 옵셋에

서 전체 39.5 dB 감쇄된다. 

그림 14는 원하지 않는 방송신호 및 타 서비스 신호

들이 RF 수신 채널 밖의 인접 거리에 위치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3차 인터모듈레이션 (Out-of-Band Third-order 

Intermodulation, out-of-band IIP3) 영향을 검토한 모의

실험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4에서 LO 중심주파

수는  670 MHz으로 결정하고 3 MHz(=△f)와 5.6 MHz 

각각 떨어진 673 MHz (f1=LO+△f)와 675.6 MHz 

(f2=LO+2×△f-400 kHz)의 두 사인파를 인터피어러들

로 가정하였다[8]. 이때, 두 3차 인터 모듈레이션 신

호 중 670.4 MHz에 위치하는 인터모듈레이션 신호

는 하향 주파수 변환기에 의해 채널 대역폭 625kHz 

(1.25MHz/2)안에 400 kHz로 위치하게 되어 원하는 채

널 신호의 품질을 악화시킨다. 모의실험 결과 out-of- 

band IIP3 = -2.3 dBm의 우수한 선형 특성이 확인 되었

으며, 이는 제안한 RF 수신기의 우수한 필터링 특성에 

기인한다.

Fig. 14 Simulated out-of-band IIP3.  

표 2는 제안하는 RF 수신기의 모의 실험결과와 기존

에 발표된 RF 수신기들[7, 8]과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RF 수신기는 모의 

실험결과이지만 기존의 수신기 구조들 보다 비교적 우

수한 잡음지수를 가지며 3 MHz 떨어진 인터피어러에 

대해서도 높은 선형 특성을 제공하고 있다. 130nm 

CMOS 공정으로 설계된 RF 수신기의 소모전력은 

55.5mW으로 기존 논문들처럼 우수한 공정으로 설계된

다면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텔레비전 유휴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

가능한 우수한 수신감도와 높은 선형 특성을 동시에 확

보할 수 있는 IEEE 802.15.4m RF 수신기구조와 회로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RF 수신기는 높은 수신

감도를 얻기 위해 저잡음 증폭기와 RF 증폭기를 사용

하였으며, 동시에 인접 채널에 위치하는 인터피어러도 

원활하게 필터링하기 위해 RF 대역에서는 RF BPF와 

수동 주파수 변환기를 적용하였고 기저대역에서는 4차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였다. 

모의 실험결과로부터 제안하는 RF 수신기는 설계된 

RF 수신기는 56 dB 전압이득, 2 dB 이하 잡음 지수, 3 

MHz 옵셋에서 39.5 dB의 감쇄 특성, -2.3 dBm IIP3 

(out-of-band) 성능을 제공하며, 1.5 V 전원으로부터 37 

mA를 소모 한다. 

Table. 2 Result summary and comparison with prior art. 

This work [7] [8]

Freq. (MHz)   470 ~698 50 ~2400 100 ~2000

NF (dB) < 2 < 5.5 < 6.3

Out-of-Band
IIP3 (dBm)

-2.3
(Δf=3 MHz)

+27
(Δf=100 MHz)

+44 
(Δf=80 MHz)

Gain (dB) 56 80 16

Power(mW) 55.5 N/A 30

Voltage 1.5 V 1.2/2.5 V 1.2/1.0 V

CMOS 130nm 65nm 28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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