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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입력 정합, 이득 및 잡음 특성, 선형성 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에 관한 것

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는 고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제1 증폭셀, 저 이득 모드에서 동

작하는 제2 증폭셀, 선택적 정합 회로, 및 제1 단란 수단을 포함한다. 선택적 정합 회로는 고 이득 모드에서 저잡음 증폭기

의 입력단에 인가된 신호의 제1 증폭셀로 전달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도록 입력 임피던스를 변환시키고, 저 이득 모드에서

는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단에 인가된 신호의 제1 증폭셀로 전달되는 전력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입력 임피던스를 선택

적으로 변환시킴으로써, 고 이득 모드 및 저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회로가 서로 부하로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변 이득 증폭기가 각각의 이득 모드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 이득 모드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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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제1 증폭셀을 증폭 동작이 우수한 소스 공통형으로 구현하고, 저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제2 증폭셀을 선형성이

우수한 게이트 공통형으로 구현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는 각 모드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대표도

도 6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단에 인가된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단으로 출력하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에 있어서,

고 이득 모드에서 입력 단자에 인가된 신호를 높은 이득으로 증폭하여 출력 단자로 출력하는 제1 증폭셀;

저 이득 모드에서 입력 단자에 인가된 신호를 저 이득으로 증폭하여 출력 단자로 출력하는 제2 증폭셀;

상기 입력단에 접속되는 입력 단자 및 상기 제1 증폭셀의 입력 단자에 접속되는 출력 단자를 구비하고, 제1 증폭셀의 입력

임피던스를 선택적으로 변환시키는 선택적 정합 회로; 및

상기 입력단 및 상기 제2 증폭셀의 입력 단자 사이에 접속되어, 저 이득 모드 동작 시 상기 입력단에 인가된 신호를 상기 제

2 증폭셀의 입력 단자로 전송하는 제1 단락 수단; 을 포함하되,

상기 선택적 정합 회로는 인덕터, 캐패시터 및 단락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단락 수단의 제어를 통해, 고 이득 모드의 동작 시에는 상기 입력단에 인가되는 신호의 제1 증폭셀로 전달되는 전력

이 최대가 되도록 입력 임피던스를 변환시키고, 저 이득 모드의 동작 시에는 상기 입력단에 인가되는 신호의 제1 증폭셀로

전달되는 전력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입력 임피던스를 선택적으로 변환시키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증폭셀의 출력 단자 및 상기 출력단 사이에 단락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단 및 출력단 사이에 단락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증폭셀은 제1, 제2 및 제3 단자를 포함하며, 상기 제3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여 상기 제1 단자로부터 상

기 제2 단자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제어되는 증폭 소자; 저항; 및 퇴화 임피던스;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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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증폭 소자의 제1 단자는 상기 제1 증폭셀의 출력 단자를 형성하고, 제2 단자는 상기 퇴화 임피던스의 일단과 접속되

며, 상기 제3 단자는 상기 저항의 일단과 접속되어 상기 제1 증폭셀의 입력 단자를 형성하고, 상기 저항의 타단에는 고 이

득 모드 동작 시 상기 제1 증폭셀을 활성화시키는 HG-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고, 상기 퇴화 임피던스의 타단은 접지되며,

상기 증폭 소자는 상기 제2 단자 공통형으로 접속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증폭셀은

제1, 제2 및 제3 단자를 포함하며, 상기 제3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여 상기 제1 단자로부터 상기 제2 단자로 흐르

는 전류의 양이 제어되는 제1 증폭 소자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증폭 소자의 상기 제2 단자는 상기 제2 증폭셀의 입력 단자

를 형성하고, 상기 제1 증폭 소자의 상기 제 3 단자에는 저 이득 모드 동작시 상기 제2 증폭셀을 활성화시키는 LG-바이어

스 전압이 인가되며, 상기 제1 증폭 소자는 상기 제3 단자 공통형으로 접속된 증폭부;

제4, 제5 및 제6 단자를 포함하며, 상기 제6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여 상기 제4 단자로부터 상기 제5 단자로 흐르

는 전류의 양이 제어되는 제2 증폭소자;

제7, 제8 및 제9 단자를 포함하며, 상기 제9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여 상기 제7 단자로부터 상기 제8 단자로 흐르

는 전류의 양이 제어되는 제3 증폭 소자; 전압 소오스; 및 가변 전압 소오스; 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증폭 소자의 상기 제4 단자는 상기 제2 증폭셀의 출력 단자를 형성하고, 상기 제2 증폭소자의 상기 제5 단자는

상기 제3 증폭 소자의 상기 제8 단자와 접속되어 상기 제1 증폭 소자의 상기 제1 단자에 접속되며, 상기 제2 증폭 소자의

상기 제6 단자는 상기 전압 소오스의 일단과 접속되고, 상기 제3 증폭 소자의 상기 제7 단자는 전원에 접속되고, 상기 제3

증폭 소자의 상기 제9 단자는 상기 가변 전압 소오스에 접속되며, 상기 전압 소오스 및 가변 전압 소오스의 타단은 접지되

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합 회로의 인덕터는 제1 인덕터와 제2 인덕터를 포함하며,

상기 정합 회로의 제1 인덕터의 일단은 상기 제2 인덕터 및 상기 커패시터와 접속하고, 타단은 상기 단락 수단의 일단에 접

속되며, 상기 제2 인덕터의 타단은 상기 정합 회로의 입력 단자를 형성하고, 상기 커패시터의 타단은 상기 정합 회로의 출

력 단자를 형성하며, 상기 단락 수단의 타단은 접지되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

청구항 7.

삭 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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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저잡음 증폭기(LNA: Low Noise Amplifier)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입력 정합, 이득 및 잡음 특성,

선형성 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에 관한 것이다.

휴대 전화, TV 등 무선 기기의 수신에 있어서, 첫 단은 통상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증폭시키는 증폭기로 구성된다. 이러한

증폭기는 신호가 아주 작을 때에는 저 잡음 및 고 이득 특성을 갖는 증폭 동작이 요구되나, 신호가 비교적 클 경우에는 오

히려 선형 특성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무선 주파수 수신 장치에 있어서, 증폭기는 입력 신호 레벨에 따라 두 가지 이상

의 증폭 모드를 구비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의 저잡음 증폭기로서, 미합중국 특허 제 6,144,254호에서는 저 이득 상태 및 고 이득 상태를 스위칭 할 수 있는 저잡

음 증폭기를 개시하고 있다.

도 1은 미합중국 특허 제 6,144,254호에 개시된 저잡음 증폭기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잡음 증폭기는 고 이득 상태에서 동작하는 에미터 공통형 제1 NPN 트랜지스터 BN1, 저 이득

상태에서 동작하는 베이스 공통형 제2 NPN 트랜지스터 BN2, 제2 NPN 트랜지스터 BN2에 바이어스 전류를 제공하기 위

한 제3 NPN 트랜지스터 BN3 및 저항 R1으로 구성된다.

즉, 제1 NPN 트랜지스터 BN1의 콜렉터는 저잡음 증폭기의 출력단 Pout과 접속되고, 베이스는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단

Pin 및 제1 바이어스 입력단 Bias1과 접속되며, 에미터는 접지된다. 제1 바이어스 입력단 Bias1 및 제1 NPN 트랜지스터

BN1 사이에는 저항 R1이 접속된다.

제2 NPN 트랜지스터 BN2의 콜렉터는 저잡음 증폭기의 출력단 Pout에 접속되고, 베이스는 제2 바이어스 입력단 Bias2과

접속되며, 에미터는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단 Pin 및 제3 NPN 트랜지스터 BN3의 콜렉터와 접속된다.

제3 NPN 트랜지스터 BN3의 베이스는 제3 바이어스 입력단 Bias3과 접속되며, 에미터는 접지된다.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종래의 저잡음 증폭기의 동작을 설명한다.

고 이득 상태에서는 제1 바이어스 Bias1가 하이(high)로 되고, 제2 및 제3 바이어스 Bias2, Bias3는 로우(low)로 된다. 따

라서 고 이득 상태에서, 에미터 공통형 제1 NPN 트랜지스터 BN1는 활성화되며, 높은 이득의 증폭 동작을 수행한다. 이 경

우, 제2 및 제3 NPN 트랜지스터 BN2, BN3는 오프된다.

저 이득 상태에서는 제2 및 제3 바이어스 Bias2, Bias3는 하이(high)로 되고, 제1 바이어스 Bias1는 로우(low)로 된다. 따

라서, 저 이득 상태에서는 베이스 공통형 제2 NPN 트랜지스터 BN2 및 제3 NPN 트랜지스터 BN3가 활성화되어 낮은 이

득의 증폭 동작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제1 NPN 트랜지스터 BN1는 오프된다.

도 1에 도시된 저잡음 증폭기는 고 이득 상태 및 저 이득 상태를 선택하여, 수신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높은 이득의 증폭 동

작 또는 낮은 이득의 증폭 동작을 수행한다. 그러나, 도 1에 도시된 저잡음 증폭기는 고 이득 상태에서 사용되는 에미터 공

통형 제1 NPN 트랜지스터 BN1와 저 이득 상태에서 사용되는 베이스 공통형 제2 NPN 트랜지스터 BN2의 입력단 즉, 에

미터 공통형 제1 NPN 트랜지스터 BN1의 베이스와 베이스 공통형 제2 NPN 트랜지스터 BN2의 에미터가 직접 접속됨으

로써, 각 이득 상태에서 동작하는 회로는 서로 부하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저잡음 증폭기가 고 이득 상태에서 동작

할 경우, 저 이득 상태에서 사용되는 베이스 공통형 제2 NPN 트랜지스터 BN2의 에미터 단자의 커패시턴스가 고 이득 회

로의 부하로 작용하여 고 이득 상태의 이득, 정합 및 잡음 특성 등의 성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저잡음 증폭기

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저 이득 상태에서 동작할 때는 고 이득 상태에서 사용되는 에미터 공통형 제1 NPN 트랜지스

터 BN1의 베이스 단자의 커패시턴스가 고 이득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저 이득 상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는 특히 두

모드의 입력 단자의 임피던스 레벨이 실질적으로 같은 정도에 있어 서로의 부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각각의 이득 모드에서 최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된 회로가 다른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회로의 최적화

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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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서로 다른 이득 모드에서 입력 정합, 이득, 잡음 특성, 선형성 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수신 신호의 크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증폭 모드에서 동작하며, 저 이득 모드에서는 이득을 가

변시킬 수 있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력 소비가 낮은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입력단에 인가된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단으로 출력하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

에 있어서, 제1 단자 및 출력단에 접속되는 제2 단자를 구비하고, 고 이득 모드에서 제1 단자에 인가된 신호를 높은 이득으

로 증폭하여 제2 단자로 출력하는 제1 증폭셀, 제1 단자 및 출력단에 접속되는 제2 단자를 구비하고, 저 이득 모드에서 제

1 단자에 인가된 신호를 저 이득으로 증폭하여 제2 단자로 출력하는 제2 증폭셀, 입력단에 접속되는 제1 단자 및 제1 증폭

셀의 제1 단자에 접속되는 제2 단자를 구비하고, 제1 증폭셀의 입력 임피던스를 선택적으로 변환시키는 정합 회로, 및 입

력단 및 제2 증폭셀의 제1 단자 사이에 접속되어, 저 이득 모드 동작시 입력단에 인가된 신호를 제2 증폭셀의 제1 단자로

전송하는 제1 단락 수단을 포함하되, 정합 회로는 고 이득 모드의 동작 시에는 입력단에 인가되는 신호의 제1 증폭셀로 전

달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도록 입력 임피던스를 변환시키고, 저 이득 모드의 동작 시에는 입력단에 인가되는 신호의 제1 증

폭셀로 전달되는 전력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입력 임피던스를 선택적으로 변환시킨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

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에 있어서, 제2 증폭셀의 제2 단자 및 출력단 사이에 단락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입력단 및 출

력단 사이에 단락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에 있어서, 제1 증폭셀은

제1, 제2 및 제3 단자를 포함하며, 제3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여 제1 단자로부터 제2 단자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제어되는 증폭 소자, 저항, 및 퇴화 임피던스를 포함하고, 증폭 소자의 제1 단자는 제1 증폭셀의 제2 단자를 형성하고, 제2

단자는 퇴화 임피던스의 일단과 접속되며, 제3 단자는 저항의 일단과 접속되어 제1 증폭셀의 제1 단자를 형성하고, 퇴화

임피던스의 타단은 접지되며, 저항의 타단에는 고 이득 모드 동작 시 제1 증폭셀을 활성화시키는 HG-바이어스 전압이 인

가되고, 증폭 소자는 제2 단자 공통형으로 접속된다. 제2 증폭셀은 제1, 제2 및 제3 단자를 포함하며, 제3 단자에 인가되

는 전압에 비례하여 제1 단자로부터 제2 단자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제어되는 제1 증폭 소자를 포함하며, 제1 증폭 소자의

제2 단자는 제2 증폭셀의 제1 단자를 형성하고, 제 3 단자에는 저 이득 모드 동작시 제2 증폭셀을 활성화시키는 LG-바이

어스 전압이 인가되며, 제1 증폭 소자는 제3 단자 공통형으로 접속된 증폭부, 및 각각 제1, 제2 및 제3 단자를 포함하며,

제3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여 제1 단자로부터 제2 단자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제어되는 제2 및 제3 증폭 소자, 전

압 소오스, 및 가변 전압 소오스를 포함하고, 제2 증폭 소자의 제1 단자는 제2 증폭셀의 제2 단자를 형성하고, 제2 단자는

제3 증폭 소자의 제2 단자와 접속되어 증폭부의 제1 증폭 소자의 제1 단자에 접속되며, 제3 단자는 전압 소오스의 일단과

접속되고, 제3 증폭 소자의 제1 단자는 전원에 접속되고, 제3 단자는 가변 전압 소오스에 접속되며, 전압 소오스 및 가변

전압 소오스의 타단은 접지된다. 정합 회로는 제1 및 제2 인덕터, 커패시터, 및 제3 단락 수단을 포함하고, 제1 인덕터의

일단은 제2 인덕터 및 커패시터와 접속하고, 타단은 제2 단락 수단의 일단에 접속되며, 제2 인덕터의 타단은 제1 단자를

형성하고, 커패시터의 타단은 제2 단자를 형성하며, 제3 단락 수단의 타단은 접지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종래의 소스 공통형 저잡음 증폭기 및 게이트 공통형 저잡음 증폭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2a는 종래의 소스 공통형 증폭기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 공통형 증폭기는 NMOS 트랜지스터 MS21, 제1, 제2 및 제3 인덕터 L21, L22, L23, 저항

R21 및 전압 소오스 V21를 포함한다. NMOS 트랜지스터 MS21의 드레인은 제1 인덕터 L21의 일단과 접속되어 증폭기의

출력단 Pout을 형성하고, 게이트는 저항 R21 및 제3 인덕터 L23의 일단과 접속되며, 소오스는 제2 인덕터 L22의 일단과

접속된다. 제1 인덕터 L21의 타단은 전원 VDD에 접속되고, 제2 인덕터 L22의 타단은 접지되며, 제3 인덕터 L23의 타단

은 증폭기의 입력단 Pin을 형성한다. 전압 소오스 V21는 저항 R21의 타단 및 접지 사이에 접속된다.

도 2a에 도시된 소스 공통형 증폭기는 당업계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입력단 Pin을 통해 인가된 신호를 높은 이득으로 증

폭시키며, 소오스 퇴화를 통해 입력 전력 및 잡음을 매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스 공통형 증폭기는 최적의 잡음 특성과

이득을 얻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제3 인덕터 L23 및 NMOS 트랜지스터 MS21의 커패시턴스 성분에 의한 전압 증폭 효과

로 인해 선형성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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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는 종래의 게이트 공통형 증폭기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공통형 증폭기는 NMOS 트랜지스터 MG21, 인덕터 L24, 커패시터 C21 및 전류 소오스

I21를 포함한다. NMOS 트랜지스터 MG21의 드레인은 인덕터 L24의 일단과 접속되어 증폭기의 출력단 Pout을 형성하고,

게이트는 전압 소오스 V22의 한쪽 단자에 접속되며, 소오스는 전류 소오스 I21의 일단 및 커패시터 C21의 일단과 접속된

다. 전압 소오스 V22의 다른 쪽 단자는 접지되고, 인덕터 L24의 타단은 전원 VDD에 접속되며, 전류 소오스 I21의 타단은

접지된다. 커패시터 C21의 타단은 증폭기의 입력단 Pin을 형성한다.

도 2b에 도시된 게이트 공통형 증폭기는 입력단 Pin을 통해 인가된 신호를 저 이득으로 증폭시킨다. 게이트 공통형 증폭기

는 입력 정합 회로를 사용하여 전압 증폭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득과 잡음 특성이 도 2a에 도시된 소스 공통형 증

폭기에 비하여 떨어진다. 그러나, 입력 저항이 1/gm(트랜스컨덕턴스)이므로 NMOS 트랜지스터 MG21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여, gm 값을 조절함으로써, 입력 저항 값을 쉽게 정합시킬 수 있다. 상기 입력 저항 값은 도 2a에 도시된 소스 공통

형 증폭기의 입력 저항 값보다도 훨씬 작으며, 또한 최근에 개발된 작은 채널길이를 갖는 트랜지스터의 경우 gm의 선형성

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게이트 공통형 증폭기는 소스 공통형에 비해 매우 높은 선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게이트 공통형 증폭기는 출력단에 출력 전류를 가변시키는 회로를 부가함으로써, 가변 이득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는 MOSFET 트랜지스터 증폭 소자를 활용한다. 증폭 소자는 게이트, 소오스, 및

드레인을 구비한다. MOSFET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 및 극성에 따라서, 소오스로부터 드레인으로

또는 그 역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 및 방향이 결정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증폭 소자로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BJT), 정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JFET),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 및 금속 반도체 전계 효

과 트랜지스터(MESFET) 등이 있다.

상술한 증폭 소자 중에서도 이하의 설명에서는 MOSFET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정신은

MOSFET 뿐만 아니라 상보적으로 동작하는 모든 소자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본 명세서에서는 MOSFET을 중심

으로 설명하나, 본 발명의 개념과 범위가 MOSFET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N형 MOSFET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개념을 P형 MOSFET에도 적용할 수 있음은 당업계에 자명하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는 제1 증폭셀(3100), 제2 증폭셀(3300),

선택적 정합 회로(3500), 및 제1 단락 수단 SW1을 포함한다. 제1 증폭셀(3100)은 제1 단자(301) 및 제2 단자(303)를 구

비하고, 고 이득 모드에서 제1 단자(301)에 인가된 신호를 추가적인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이득으로 증폭시킨다. 제2

증폭셀(3300)은 제1 단자(305) 및 제2 단자(307)를 구비하고, 저 이득 모드에서 제1 단자(305)에 인가된 신호를 이득을

제어하며 증폭시킨다. 선택적 정합 회로(3500)는 제1 및 제2 단자(309, 311)를 구비하고, 각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회

로가 서로 부하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제1 증폭셀(3100)의 입력 임피던스를 선택적으로 변환시킨다.

이하, 이들의 연결 관계를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 증폭셀(3100)의 제1 단자(301)는 선택적 정합 회로(3500)의 제2 단자(311)와 접속되고, 제2 단자(303)는 제2 증폭

셀(3300)의 제2 단자(307)와 접속되어 저잡음 증폭기의 출력단 Pout을 형성한다. 제2 증폭셀(3300)의 제1 단자(305)는

제1 단락 수단 SW1의 일단과 접속된다. 선택적 정합 회로(3500)의 제1 단자(309)는 제1 단락 수단 SW1의 타단과 접속되

어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단 Pin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에 있어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증폭셀(3300)의 제2 단자

(307)와 출력단 Pout 간에 제3 단락 수단 SW3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제3 단락 수단 SW3은 저 이득 모드 동작시 제2

증폭셀(3300)의 출력 신호를 저잡음 증폭기의 출력단 Pout에 나타나도록 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의 동작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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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는 수신된 신호의 전력 레벨에 따라 두개의 이득 모드, 즉 고 이득 모

드 및 저 이득 모드에서 동작한다. 즉, 수신 신호의 전력 레벨이 미리 정해진 제1 문턱 전력 미만인 경우에는 고 이득 모드

에서 동작하고, 상기 제1 문턱 전력 이상인 경우에는 저 이득 모드에서 동작한다.

고 이득 모드로 동작할 경우, 단락 수단은 단락 상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저항 값을 가짐으로써 신호를 감쇄시킬 수 있고,

개방 상태에서도 유한한 리액턴스 값을 가짐으로써 부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회로 내에

서 단락 수단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해야 하며, 각각의 증폭 회로 동작 시 단락 수단이 갖는 이러한 부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 이득 모드의 경우, 제1 단락 수단 SW1은 개방되고, HG-바이어스가 제1 증폭셀(3100)에 인가됨으로써, 제1 증폭셀

(3100)이 활성화된다. 또한, LG-바이어스를 인가하지 않음으로써, 제2 증폭셀(3300)을 비활성화시킨다.

따라서, 고 이득 모드 동작시, 제1 단락 수단 SW1이 개방됨으로써, 저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제2 증폭셀(3500)의 임피

던스가 고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제1 증폭셀(3100)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단지 제1 단락 수단 SW1의 개방 임피던

스만이 고 이득 모드 회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고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제1 증폭셀(3100)의 입력은 일반적

으로, 선택적 정합 회로(3100)에 의하여 표준 저항인 50~75 ohm으로 정합 되며, 제1 단락 수단 SW1의 개방 임피던스는

50~75 ohm 보다 상당히 높은 임피던스를 가진다. 즉, 제1 단락 수단 SW1의 개방 임피던스가 제1 증폭셀(3100)에 부하

로서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는 고 이득 모드에서 최

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입력 신호를 높은 이득으로 증폭시킨다.

저 이득 모드의 경우, 제1 단락 수단 SW1은 단락되고, LG-바이어스가 인가되어, 제2 증폭셀(3300)이 활성화된다. 또한

HG-바이어스를 인가하지 않음으로써, 제1 증폭셀(3100)을 비활성화시킨다. 선택적 정합 회로(3500)는 저 이득 모드에서

제1 증폭셀(3100)의 입력 임피던스를 미리 정해진 값 (통상 표준저항인 50~75 ohm) 이상의 높은 임피던스로 변환시킨

다. 따라서, 저 이득 모드의 경우 제1 증폭셀(3100)이 제2 증폭셀(3300)의 부하로서 작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저 이득 모

드에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단 Pin 과 출력단 Pout사이에 제4 단락 수단 SW4

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와 차이를 갖는다. 본 발명의 다

른 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는 수신 신호의 전력 레벨이 소정의 문턱 전력보다 커서 신호의 증폭 동작이 필

요 없는 경우에 수신 신호를 제4 단락 수단 SW4를 통하여 출력단 Pout으로 직접 전송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

에 따른 저잡음 증폭기는 전력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은 물론 높은 선형성과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의 뒷 단(통상 믹

서)의 입력 신호 레벨을 줄여 신호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

도 5a는 도 3및 도 4에 도시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에 있어서, 제1 증폭셀(3100)의 내부 구성을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증폭셀(3100)은 소스 공통형으로 구현되고, 증폭 소자 MS51, 퇴화 임피던스 DI51, 및 저

항 R51을 포함한다. 증폭 소자 MS51의 드레인은 제1 증폭셀(3100)의 제2 단자(303)를 형성하고, 게이트는 저항 R51의

일단과 접속되어 제1 증폭셀(3100)의 제1 단자(301)를 형성하며, 소오스는 퇴화 임피던스 DI51의 일단과 접속된다. 저항

R51의 타단에는 고 이득 모드 동작 시 제1 증폭셀(3100)을 활성화시키는 HG-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고, 퇴화 임피던스

DI51의 타단은 접지된다. 퇴화 임피던스 DI51는 저항, 인덕터 등의 수동 소자 또는 능동 소자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소스 공통형 증폭기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잡음 특성 및 이득 특성이 우수하며, 증폭 소자 MS51의 소오스에 접속된

퇴화 임피던스 DI51를 통해, 입력 전력 정합 및 잡음 정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증폭셀(3100)의 제1 단자(301)에 정합 회로(3500)를 접속시킴으로써, 잡음 및 이득면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 따

라서, 높은 이득 증폭 동작이 필요한 고 이득 모드에서 이러한 소스 공통형 증폭기를 사용하면 저잡음 증폭기가 최고의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다.

도 5b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의 제2 증폭셀(3300)의 내부 구성을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도시한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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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 증폭셀(3300)은 게이트 공통형으로 구현되며, 증폭부(510) 및 가변 이득부(530)를 포함한

다.

제2 증폭셀(3300)의 증폭부(510)는 제1 증폭 소자 MG51를 포함한다. 제1 증폭 소자 MG51의 드레인은 가변 이득부

(530)의 제2 및 제3 증폭 소자 MG52, MG53의 소오스의 접속점에 접속되고, 게이트에는 저 이득 모드 동작 시 제2 증폭셀

(3300)을 활성화시키는 LG-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며, 소오스는 제2 증폭셀(3300)의 제1 단자(305)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제1 증폭 소자 MG51의 소오스 및 접지 사이

에 전류 소오스(도시되지 않음, 도2 참조)가 제공된다. 이 경우에는, 전류 소오스의 전류 값을 조정함으로써, 제1 증폭 소

자 MG51의 트랜스컨덕턴스(gm) 값을 변화시킬 수 있고, 증폭부(510)의 입력 임피던스 값을 조정할 수 있다.

제2 증폭셀(3300)의 가변 이득부(530)는 제2 및 제3 증폭 소자 MG52, MG53, 전압 소오스 V51, 및 가변 전압 소오스

V52를 포함한다. 제2 증폭 소자 MG52의 드레인은 제2 증폭셀(3300)의 제2 단자(307)를 형성하고, 게이트는 전압 소오

스 V51 일단과 접속되고, 소오스는 제3 증폭 소자 MG53의 소오스와 접속된다. 제3 증폭 소자 MG53의 드레인은 전원

VDD에 접속되고, 게이트는 가변 전압 소오스 V52에 접속된다. 제3 증폭 소자 MG53의 드레인은 전원 VDD 과 접속되고,

게이트는 가변 전압 소오스 V52와 접속된다.

증폭부(510)는 게이트 공통형으로 접속된 제1 증폭소자 MG51를 포함하고, 제2 증폭셀(3300)의 제1 단자(305)에 인가된

신호를 증폭시킨다. 게이트 공통형 증폭기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입력 정합을 쉽게 맞출 수 있고, 선형성이 우수하다.

가변 이득부(530)는 가변 전압 소오스 V52를 제어하여 증폭부(510)에서 출력되는 전류가 제2 및 제3 증폭 소자 MG52,

MG53로 각각 분할 되는 양을 조절함으로써, 제2 증폭셀(3300)의 제2 단자(307)로부터 나오는 출력을 가변시키고, 제2

증폭셀(3300)의 이득 값을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가변 이득부(530)는 제1 증폭 소자 MG51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제1 증폭 소자 MG51의 트랜스컨덕턴스 값을 일정하게 하며, 제2 증폭셀(3300)의 입력 정합을 변

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도 5b에 도시된 게이트 공통형 구조를 갖는 제2 증폭셀(3300)을 높은 선형성과 가변 이득이 요

구되는 저 이득 모드에 사용하면, 입력 정합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가변 이득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선

형성이 우수한 저잡음 증폭기를 구현할 수 있다.

도 5c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의 선택적 정합 회로(3500)를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선택적 정합 회로(3500)는 제1 및 제2 인덕터 L51, L52, 커패시터

C51, 및 제2 단락 수단 SW2을 포함한다.

제1 인덕터 L51의 일단은 제2 인덕터 L52 및 커패시터 C51의 일단과 접속되고, 타단은 제2 단락 수단 SW2의 일단과 접

속된다. 제2 인덕터 L52의 타단은 선택적 정합 회로(3500)의 제1 단자(309)를 형성하고, 커패시터 C51의 타단은 선택적

정합 회로(3500)의 제2 단자(311)를 형성하며, 제2 단락 수단 SW2의 타단은 접지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선택적 정합 회로(3500)에 있어서, 제2 단락 소자 SW2는 고 이득 모드, 즉 HG-바이어스가 인

가되어 제1 증폭셀(3300)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이득 모드의 경우에는 즉, HG-

바이어스가 인가되지 않아 제1 증폭셀(3100)이 비활성화된 경우에는 선택적 정합 회로(3500) 및 제 1 증폭셀(3100)로 이

루어진 고 이득 모드 회로 블럭의 입력 임피던스를 높은 값으로 변환되도록 선택된다.

도 6a는 도 3에 도시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도 5a, 도5b 및 도 5c에 도시된 회로를 이용하여 구현한 것을 도시한 회

로도이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는 제1 및 제2 증폭셀(3100, 3300), 선택

적 정합 회로(3500), 및 제1 단락 수단 SW1을 포함한다.

제1 증폭셀(3100)은 소스 공통형으로 구현되어, 고 이득 모드에서 동작되며, 제2 증폭셀(3300)은 게이트 공통형으로 구

현되어, 저 이득 모드에서 동작된다. 또한, 선택적 정합 회로(3500)는 제2 단락 수단 SW2을 포함하여, 고 이득 모드에서는

제1 증폭셀(3100)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1 증폭셀(3100)의 입력을 정합시키고, 저 이득 모드에서는 제1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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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셀(3100)의 입력 임피던스를 높은 값으로 변환시켜 제1 증폭셀(3100)이 제2 증폭셀(3300)의 부하로서 작용하지 않도

록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는 각각의 이득 모드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는, 높은 잡음 및 이득 특성이 요구되는 고 이득 모드에서는 소스 공통형 제1

증폭셀(3100)을 이용하고, 높은 선형성 및 연속적 가변 이득이 요구되는 저 이득 모드에서는 게이트 공통형 제2 증폭셀

(3300)을 이용함으로써, 선형성이 우수하고 입력 정합이 쉬우며, 연속적 가변 이득 기능이 가능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

기를 구현할 수 있다.

나아가, 수신 신호의 전력 레벨이 충분히 커서 증폭이 필요 없는 저 이득 모드의 경우에는 도 4에 도시된 제4 단락 수단

SW4을 통하여 수신 신호를 출력단 Pout으로 직접 도통시킴으로써, 증폭 동작에 필요한 전력 소모가 없도록 한다.

도 6b 및 6c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가 각각 고 이득 모드 및 중간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경우,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선택적 정합 회로(3500)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제1 증폭셀(3100)의 입력 부분을 등가적으로 도시

한 회로도이다.

고 이득 모드의 경우, 제 2 단락 수단 SW2은 개방되고, 활성화된 제1 증폭셀(3100)의 입력은 등가적으로 ZHG,on 로 나타

낼 수 있다. 이 때, 제2 인덕터 L52 및 커패시터 C51를 이용하여 제1 증폭셀(3100)의 입력 임피던스를 정합시킴으로써 고

이득 모드에서 최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즉,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로 최대의 전력, Pin이 전달됨과 동시에 제1 증폭

셀(3100)로 전달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므로 최적화된 고 이득 모드 특성을 얻게 된다.

저 이득 모드의 경우, 제 2 단락 수단 SW2은 단락되고, 비활성화된 제1 증폭셀(3100)의 입력은 등가적으로 ZLG,off로 나

타낼 수 있다. 여기서 ZLG,off는 ZHG,on과 그 값이 많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하였으며, 이 때, 정합 회로(3500)는 제1 및

제2 인덕터 L51, L52, 및 커패시터 C51를 포함하게 된다. 제1 인덕터 L51는 제1 증폭셀(3100)의 입력 부분이 노드(309)

에서 실질적으로 무한대의 입력 임피던스로 보이도록 미리 정해진 인덕턴스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함으로서, 저 이득 모드

의 경우, 제1 증폭셀(3100)의 입력 부분은 제2 증폭셀(3300)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

기의 입력은 이미 최적화된 제2 증폭셀(3300)의 입력 임피던스로 정합되어, 최대의 전력, Pin이 전달됨과 동시에, 제1 증

폭셀(3100)로 전달되는 전력은 실질적으로 0이 되므로, 제2 증폭셀(3300)로 전달되는 전력이 최대가 됨으로써, 최적화된

저 이득 모드 특성을 얻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저잡음 증폭기는 각각의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는 회로가 다른 이득 모드에서 최적으로 동작하는 회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각각의 회로는 각각의 이득 모드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이득 모드에서 입력 정합, 이득, 잡음 특성, 선형성 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나아가, 수신 신호의 크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득 모드에서 동작하며, 저 이득 모드에서는 이득을 가변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증폭 동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단락 수단을 통하여 수신 신호를 그대로 출력함으로써,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

기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저잡음 증폭기를 도시한 회로도.

도 2a는 종래의 소스 공통형 증폭기를 도시한 회로도.

도 2b는 종래의 게이트 공통형 증폭기를 도시한 회로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두 개의 이득 모드를 갖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회로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세 개의 이득 모드를 갖는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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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의 제1 증폭셀의 내부 구성을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도시

한 회로도.

도 5b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의 제2 증폭셀의 내부 구성을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도시

한 회로도.

도 5c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의 선택적 정합 회로의 내부 구성을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도시한 회로도.

도 6a은 도 3에 도시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를 도 4a, 도 4b 및 도 4c에 도시된 회로를 이용하여 구현한 것을 도시한

회로도.

도 6b는 도 6a에 도시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에 있어서, 고 이득 모드의 경우 선택적 정합 회로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

하기 위하여 제1 증폭세의 입력 부분을 등가적으로 도시한 회로도.

도6c는 도 6a에 도시된 가변 이득 저잡음 증폭기에 있어서, 저 이득 모드의 경우 선택적 정합 회로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

하기 위하여 제1 증폭셀의 입력 부분을 등가적으로 도시한 회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00: 제1 증폭셀 3300: 제2 증폭셀

3500: 선택적 정합 회로 SW1: 제1 단락 소자

SW2: 제2 단락 소자 SW3: 제3 단락 소자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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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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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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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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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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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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