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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1-4.8GHz의 저잡음 증폭기를 band-pass Chebyshev filter구조를 입력단에 사용하여 1.8V 0.18  CMOS 공정으로 설계
하고 Cadence사의 Spectre를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Three-section band-pass Chebyshev filter구조는 3.1-4.8GHz의 입력 임
피던스 리액티브 부분을 공진시키기 위해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 포트에 사용 되었다. 최대 이득은 4GHz에서 10.1dB이고
3.1-4.8GHz까지 평균 9.35dB의 비교적 평탄한 특성의 이득을 갖는다. 입력 반사계수는 -10.1dB보다 낮으며, 최소 NF(Noise
Figure)는 4.07dB이고 평균 NF는 4.75dB 이다. 또한, IIP3는 -4.7dBm이고 P1dB는 -15.1dBm이며 버퍼를 제외하고 5.4mW의
낮은 전력을 소모한다.

Abstract
A low noise amplifier for 3.1-4.8GHz using an input band-pass Chebyshev filter structure was designed using 0.18 
CMOS process with 1.8V supply and verified by Cadence Spectre. A three-section band-pass Chebyshev filter structure
was used for the input port of low noise amplifier to resonate the reactive part of the input impedance over the band
from 3.1 to 4.8GHz. The maximum gain is 10.1dB at 4GHz and the average gain is 9.35dB with flat gain characteristics
from 3.1 to 4.8GHz. The input reflection coefficient is lower than -10.1dB, the minimum NF(Noise Figure) is 4.07dB, and
the average NF is 4.75dB. The IIP3 is -4.7dBm and the P1dB is -15.1dBm while cousuming 5.4mW excluding buffer.

Keywords : Chebyshev filter, CMOS, low-noise amplifer(LNA), ultra-wideband(UWB)
Ⅰ. 서 론

비록 UWB 표준(IEEE 502.15.3a)이 정의 되지 않았지만
현재 MBOA(Multi-Band OFDM Alliance) 진영의

UWB는 일반적으로 3.1-10.6GHz대역에서 100Mbps 이
상 속도로, 기존의 스펙트럼에 비해 매우 넓은 대역에 걸
쳐 낮은 전력으로 초고속 통신을 실현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규정된다.

MB-OFDM

방식과

Motorola

진영의

DS(Direct

Sequence)-CDMA 방식이 있다.
MB-OFDM에서는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 실내 무선 통신 분야로 제한한 3.1GHz

UWB 방식의 신호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

에서 10.6GHz까지의 7.5GHz의 대역을 그림 1 에서와 같

으므로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력 밀도 값을 아주 작은 값

이 528MHz의 대역폭을 가진 14개의 subband로 나누고,

으로 할 수 있어 다른 통신신호가 존재하는 주파수에 중

이 subband들을 묶어서 5개의 Group으로 구성한다. 제한

첩되어 사용하더라도 간섭을 거의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된 규격에서는 5개의 Band Group들 중에 첫 번째 Group

점에 착안하고 있다.

인 Band Group-1(3.1-4.8GHz)을 기본으로 사용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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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였다. 캐스코드 구
성(  ,  )은 입· 출력 역방향 차단과 증폭기의 주파
수 특성을 개선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트랜지스터는
버퍼로 사용되며 측정을 하기 위한 목적과 외부 50  구

어 있으며, 이경우를 Mode1이라고 정의 한다.

(  )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동을 위해 사용 되었다.

그림 1. MB-OFDM 주파수 대역

1. 입력 매칭

이와 같이 Group-1내 여러 개의 subband를 두고 이를
주파수 영역에서 호핑을 함으로써 다이버시티 이득을 제
공함과 동시에 SOP(Simultaneously Operating Piconet)

랜 터  을 포함한 입력 임피던스를
RLC 전달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는 식
그림 2 에서 트 지스



[4]

(1)과 같다고 가정한다.

간의 간섭을 최소화 한다.



    
   

이러한 Group-1을 지원하는 UWB 수신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대역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저잡음 증폭기의 설



본 논문에서는 Mode1(3.1-4.8GHz)대역폭에 걸쳐 평탄
한 이득과 높은 선형성 그리고 NF(Noise Figure)를 최소
진행하였다.

(1)

                
      
                   

    

계가 매우 중요하다.

화 할 수 있는 구조의 저잡음 증폭기를 설계하고 검증을



(2)

k

필터 형
태로 표현하면 그림 2 의 입력단은 그림 3 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입력 임피던스( )의 실수 부분은 실제로 소
스 저항(  )와 같도록 선택 된다. 즉,      가
되도록 값을 정한다. 필터에서 리액티브 요소들의 선택이
대역폭과 in-band 리플를 결정한다.
임피던스의 실수 부분은  의 게이트-드레인 캐패시턴
스(  )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 3.1-4.8GHz의 대역 통과
와 매칭을 위해 첫 번째 직렬공진은  와     의
직렬결합으로 인한 등가 캐패시턴스와  의 병렬조합
과  공진에 의해 결정된다. 병렬 공진은  와  사이
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 직렬공진은 병렬공진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와  의 병렬 결합으로 인한 등가 캐패
시턴스와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 구조를 T-networ 을 사용하여 Chebyshev

Ⅱ. 저잡음 증폭기의 설계





UWB 통신시스템을 위한 광대역 저잡음 증폭기 구조
를 그림 2 에 표시하였다. 이 광대역 저잡음 증폭기는 협
대역 설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인 inductively
[3]

degenerated common-source amplifer를 사용하였다.

3.1-4.8GHz의 입력 임피던스 리액티브 부분을 공진시키
기 위해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 포트에 three-section
band-pass Chebyshev filter 구조를 사용하였다.































그림 2. 광대역 저잡음 증폭기
이 구조에서는 광대역 입력 매칭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좋은 노이즈 성능을 얻을 수 있다. MOS 소자에 있어서

그림 3. 광대역 저잡음 증폭기 입력단
2. Shunt Peaking

노이즈 매칭은 파워 매칭과 유사하다. 설계의 유연성을

다. 이

위해 인

나

덕터( )는 게이트와 직렬로 연결하며 캐패시터


k

델

그림 4 는 Shunt-pea ed 증폭기와 모 을 도시한

것이

RLC network의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타낼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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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턴스를 단락시켜 저잡음 증폭기의 대역폭을 개선시
키는 효과가 있다.  는 낮은 주파수에서 이득을 개선시


키기 위해 제로 주파수를 가능한 대역폭의 하위 주파수

깝

그림 4. Shunt peaked 증폭기와 모델

출력단 50 매칭을 위해 사용된다.  의 바이
어스 전류는 5mA, 폭은 26  이고 전류소스로 사용된
트랜지스터의 폭은 100 이다. 두 트랜지스터의 길이는
좀 더 높은 출력 임피던스를 얻기 위해 0.36 이다.
버퍼는


      
      ∥   
       

(3)

덕터가 없이 저항  로만 구성되어 있는 공통소스 증
폭기의 이득은   에 비례한다. 그러나, 캐패시턴스 부
하가 추가된다면 그 이득은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떨어지
게 된다. 그러나, 부하에 인덕터를 직렬로 추가하면 이득
은 주파수가 증가할 때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캐패시터
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파수 증가에 따른 이득 감소효과
를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동작에 의하여 저잡음 증폭기
는 기존의  구조보다 더 넓은 대역의 주파수 범위를
인



하였다.

표 1. 입력 network 구성요소

  [nH]

 [fF]

  [nH]

  [fF]

3.14

500

1.3

1200

     [nH]

 [fF]

  [nH]

 [  ]

5.05

20.28

3.55

95.6

Ⅲ. 모의실험 결과
설계한 저잡음 증폭기는 T사의 0.18  CMOS 공정으
로 제작하였고 Cadence사의 Spectre를 이용하여 검증하

필터의 구성요소들은 적절한 중심주파수(4GHz)와 대역
폭(3.1-4.8GHz)의 선택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저잡음 증폭기에 사용되는  ,  ,  소자들은 반도체
공정에서 제조되는 것이므로 많은 기생성분을 가진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  ,  를 이용하여 1차 설

였다.
0

S11
S22
-10

S11 & S22 [dB]

3. 저전력 설계 및 설계변수 결정

계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에서 사용되는  ,  ,
였다.



표 1 에서 설계한 저잡음 증폭기의 구성요소 값을 정리



가지게 된다.

 소자로

택

에 가 도록 선 된다.

-20

-30

변경 후 최적화 작업을 거쳐 최종값을 결정하

-40
2

3

4

5

6

그림 5.  과  모의실험 결과
Frequency [GHz]



노이즈에 최적화한   의 폭은 150  이다. 이 폭은 저

류

온도와 induced 게이트 노이즈가 균형을 이
루도록 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저전력 동작이 가능하다.
Spectre를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크기를 결
(3mA)에서

정하였다.

캐스코드 소자는 기생 캐패시턴스를 줄이기 위해 이득
과 NF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작은 크기를 선택
한다. 이득과 노이즈를 고려하여 최적화한  의 폭은 60
 이며  ,  의 길이는 0.18  이다.
부하는 3.1-4.8GHz대역에서 평탄한 이득을 얻도록 결정
된다.  은 큰 이득을 얻기 위해 크기를 조절하고
out-of-band에서  과 공진하기 위해 작게 가져간다.
인덕터는  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인덕터의 기생 캐












그림 5 는 입·

출력 반사계수 모의실험 결과이다. UWB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은 3.1-4.8GHz사이에서

족

-10dB보다 낮아야 하며 이를 만 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출력 버퍼는 6GHz까지 -10dB보다 낮은 우수한 출력 매
칭을 이룬다.
14

S21 & Noise Figure [dB]

져

잡음 증폭기가 가 야할 이득을 유지하는 최소 전



S21
Nois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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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과 Noise Figure 모의실험 결과
Frequency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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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그림 6 은 저잡음 증폭기의 이득과 Noise Figure를 나

Ⅳ. 결 론

내며 최대 이득은 4GHz에서 10.1dB이고 3.1-4.8GHz까지
평균 9.35dB의 비교적 평탄한 특성의 이득을 갖는다. 최
소 NF는 4.07dB이고 평균 NF는 4.75dB이다.
1MHz의 tone spacing을 가지고 4GHz를 기준으로 모의
실 을 진행하였다. IIP3는 -4.7dBm이며 이는 저잡음 증
폭기가

져

가 야하는

-10dBm값보다

좋은

값이다.

P1dB(1dB Gain Compression Point)는 -15.1dBm이다.
20

-4.7dBm
0

Pout [dBm]

-20

-40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Three-section band-pass Chebyshev filter 구조를 사

랜 터
 소스와 매칭 하였다. 또한, Shunt peaking 방식을 사
용하여 주파수 증가에 따른 이득 보상과 대역폭을 향상
시켰다. 증폭용 소자와 캐소코드 소자의 크기를 저잡음
증폭기 가져야할 이득과 NF를 최소하는 범위내에서 가
능한 작게 선택하여 전력 소모를 줄였다. 저잡음 증폭기
의 공정은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용하여 Inductively degenerated MOS 트 지스 를 50

설계한 저잡음 증폭기는 Mode1(3.1-4.8GHz)대역폭에서

-60

NF를 최소화 하며 평탄한 이득과 높은 선형성을 가진다.

-80

또한, 5.4mW의 낮은 전력을 소모하므로 넓은 대역에 걸

-100
-40

-30

-20

-10

쳐 낮은 전력으로 초고속 통신을 실현하는 근거리 무선

0

그림 7. IIP3 모의실험 결과
Pin [dBm]

표 2. 저잡음 증폭기 특성
  [dB]

  [dB]

-10.1이하

-14.2이하

m in [dB]

 m ax [dB]  [GHz]
10.1

3.1~4.8

  dBm]   [dBm]    [mW]

4.07

-4.7

그림 8 은 여러

타

-15.1

5.4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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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적용이 용이할

통신 기술인 UWB 수신기를 구성하는

표 2 에서 설계한 저잡음 증폭기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P ower[m W]

응용을 위한 광대역 저잡음 증폭기를 1.8V 0.18

 CMOS 공정으로 설계하고 Cadence사의 Spectre를

그림 7 에 표시된 IIP3(Third Order Intercept Point)는

험

UWB

7

8

Max . Frequency[GHz]

그림 8. 광대역 저잡음 증폭기 파워소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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