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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펄스압축 된 X- 역 마이크로  신호를 60와트의 출력 력과 30%이상의 력부가효율

(PAE)으로 증폭시키는 반도체증폭기(SSPA)를 구 에 하여 논의하 다. 구 된 60W의 SSPA는 스 이

드 결합 증폭기로 설계하 고 스 이드(cascade) 결합 증폭기는 내부정합된 GaAs FET를 3단으로 구동증

폭기를 설계하 으며 주 력증폭단은 내부정합된 GaN HEMT(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로 설계하

다. 구 된 SSPA는 주 수 범  9.41±0.03GHz, 펄스 주기 1ms, 펄스폭 100us, 듀티사이클 10% 조건에서 

체 이득 37dB 이상, 48dBm(60W)의 출력 력의 성능을 나타내었어 구 된 SSPA는 펄스압축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선박용 이다에 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X-band solid state power amplifier(SSPA) for pulse compressed microwave signal with 60Watt power and 

power added efficiency(PAE) above 30% is described. Designed 60Watt high power amplifier(HPA) was implemented by cascade 

coupled amplifiers, and it is consisted on three stage drive amplifiers with internally matched GaAs FET and one stage  main 

power amplifier with an internally matched GaN HEMT. The designed  SSPA has performance with more than total power gain 

37dB and output power 48dBm(60-W) in condition of frequency range 9.41±0.03GHz, pulse period width  under 1ms and duty 

cycle under 10%. The implemented SSPA can apply to high quality digital marine radar applications with pulse compress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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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0년  이후 화합물 반도체 설계기술의 발 에 

따라 고출력 마이크로  통신시스템에 반도체 기술을 

용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1-2], 특히 

이단 출력단에서 수십∼수백KW 의 고출력 진공

(tube)을 반도체 력증폭단(SSPA, Solid State 

Power Amplifier)으로 치시키기 한 연구개발이 

속히 진행되었다[3-5]. 반도체 력증폭단(SSPA)의 

용한 이더는 진공 에 비하여 송신기의 동작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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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장되며,  압 원공 이 가능하고, 반도체의 

특성에 의하여 동작주 수의 역폭을 최  50%까지 

넓힐 수 있으며, 특히 출력의 SSPA 모듈의 다양한 

배열구조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유연한(flexible) 이

다 시스템 구 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6]. 이러한 특

성의 반도체 이다를 구 하기 하여 이다의 

송 형의 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펄스 이다의 경

우, 최고의 피크 력으로 매우 짧은 듀티사이클(duty 

cycle)을 이용하여 최 의 이다 성능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이다 요구조건을 반도체 SSPA 이다에서

는 펄스압축방식 용하여 비교  긴 듀티사이클을 

수십와트의 SSPA에서 증폭시킴으로서 이다의 충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7-8]. 펄스압축 이다(pulse 

compression radar)의 송 형은 듀티사이클에 따라 

송펄스의 확산시키며 다시 이다 수신기에서 확산

된 펄스를 다시 압축시키는 방식으로 이다에서 수

신된 탐지신호의 용되는 알고리즘의 개발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나타내는 디지털 이다를 형성할 수 

있다[9-10]. 재 X- 역 이다 SSPA에 용되는 

반도체 소자는 GaAs PHEMT와 GaN HEMT가 이용

되고 있다[11-12]. GaAs PHEMT는 빠른 자이동도 

특성과 게이트 길이(length)와 넓이(width)를 조정하

여 수∼수십 와트까지의 출력으로 S- 역이상에 까지 

다양하게 SSPA를 설계할 수 있다. 한편 넓은 반도체 

밴드갭 특성을 이용하여 수 십 와트의 출력을 나타내

는 GaN HEMT는 재 X- 역 이상의 주 수 역

에서 수 십 와트에서 수 백 와트에 이르기 까지 높은 

출력과 효율  큰 이득을 달성 할 수 있는 유용한 

소자로 반도체 이다의 SSPA소자로서 이용되고 있

다[13].

본 논문에서는 기존 상용 이더 시스템에 사용된 

아날로그 진공  증폭기를 반도체 증폭단으로 치시

키기 하여 X- 역에서 펄스 압축을 이용한 선박용 

디지털 이더에 용할 수 있는 60W 의 SSPA를 

설계하고자 한다. 력증폭기는 구동단(drive stage)에

서는 GaAs PHEMT를 용하고 최종 력증폭단(main 

power stage)에 GaN HEMT를 용함으로서 SSPA

의 물리  크기를 작게 하고 력손실과 바이어스 등

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어 안테나시스템에 장착시

키는 차세  디지털 반도체 이다에 용할 수 있음

을 나타내고자 한다.

Ⅱ. 고출력 SSPA 설계 토폴로지

고출력 이더에 용하는 반도체 력증폭단을 설

계하기 하여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이용된다. 첫 번

째 방식은 정격의 이다 출력 력을 형성시키기 

하여 비교  낮은 출력의 증폭소자모듈을 그림1과 같

이 력분배기/결합기를 이용하여 결합시키는 연계구

조증폭기[14](Coporated Structure Amplifier)형태와 

와 그림 2에서와 같이 치증폭단(preamplifier)과 구

동증폭단(drive amplifier)  주 증폭단(main ampli 

fier)으로 직렬연결 된 스 이드(cascade) 증폭단으

로 구분된다. 연계구조형 증폭단은 비교  소출력 증

폭소자를 력분배기/결합기를 이용하여 병렬 연결하

여 원하는 출력을 형성할 수 있어 경제 으로 이 이 

있으나 바이어스의 복잡성, 력분배기/결합기의 손실 

 물리  크기 등 단 이 있다.  스 이드 증폭기

는 치증폭단, 구동증폭단  주 력증폭단이 직렬로 

연계된 형태로 바이어스, 삽입손실  물리  크기를 

해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재 상용화된 주 증폭

단 소자는 X-band에서 수십W 의 GaN HEMT이 제

품화 되어 있어 향 후 스 이드 력증폭기의 형태

로 선박용 이다의 SSPA를 설계함으로서 이다의 

송수신부를 안테나시스템에 장착하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스 이드 력증폭기의 고려해야 할 사항

은 원하는 력증폭단의 특성을 구 하기 하여 설

계하는 토폴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선 으로 고려

해야할 사항은 원하는 주 수 역에서 최종출력 력

을 나타내기 하여 각 증폭단에서의 이득과 력  

효율을 설정하는 력정격값(power budget)의 설정이

다. 최종 으로 원하는 출력특성을 얻기 하여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은 각 증폭단 사이의 임피던스 정합, 

DC 바이어스 회로설계  지문제와 SSPA 발열처

리(heat sink)를 고려해야 하며 고출력 증폭기에서의 

발진, 능동소자의 항복(breakdown)을 방지할 수 있으

며 바이어스회로의 설계는 고출력 력증폭기 설계에

서 매우 요하다[15]. DC바이어스 회로 설계 목 은 

DC와 RF신호에 한 분리를 확실하게 함에 있으므

로 디얼 스텁(radial stub)이나 칩캐패시터를 이용하

여 임피던스가 큰   변환기 회로로 설계한다. 

스 이드 결합형태의 바이어스 동작에 있어 순차  

동작하도록 바이어스를 동기시키는 문제는 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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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는 요한 문제이므로 각 증폭단에 신호

가 입력되기 에 바이어스가 동작되어 각 증폭소자

의 활성 역에서 력증폭이 이루어지도록 바이어스

회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16].

본 논문에서 구 한 X-band SSPA의 구성은 그림 

2과 같이 크게 GaAs 소자들을 스 이드(cascade)형

태로 구성한 구동증폭단과 GaN 소자를 이용한 주

력증폭단, 그리고 안정 인 원공 을 한 스 칭 

제어가 가능한 구동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력부에

는 도 을 연결한 형태로 체 구성이 이루어진다. 

구동증폭단에서는 요구조건에 맞는 이득을 올리고 주

력증폭단을 구동시키기 한 력을 만들며, 주 력

증폭단에서는 요구조건에 맞는 출력을 내기 해 

GaN으로 구성되었다. 한 내부구성을 모듈화 하여 

수리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 다. 

그림 1. 연계구조형 력증폭기의 구성
Fig. 1 Blockdiagram of corporate structure amplifiers

그림 2. 설계된 SSPA 구성
Fig. 2 Block diagram of designed SSPA

Ⅲ. X-대역 SSPA 구현 및 특성분석

각 증폭단 설계 시에 사용된 소자들은 도시바

(Toshiba) 소자로서 50옴 임피던스로 입출력 내부정

합(internal match) 된 소자이다. 스 이드 증폭기의 

구동증폭단은 GaAs FET 소자를 이용하여 3단을 직

렬연결로 구성하 으며 각단에서 증폭소자의 보호와 

동작안정성을 하여 아이솔 이터를 사용하여 력

증폭단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발진 향을 방지시

켰다. 주 력증폭단은 GaN HEMT를 이용하 으며 

주 력증폭단의 출력측에 방향성 결합기를 설계하여 

출력 력을 참고하도록 하 다. 최종단의 출력을 안테

나시스템에 직  연결시키기 하여 WR90 도 을 

연결하 다. 각 증폭기의 동작 역은 AB 으로 동작

하며 구동회로에서 스 칭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순차바이어스 특성을 이용하여 송된 신호가 있을 

때 순차 으로 바이어스가 인가되도록 설계함으로서 

증폭기의 효율을 향상시켰다. 스 이드 증폭기의  

설계에서 주어진 증폭기의 능동소자의 최  동작특성

을 해 력이득과  P1dB 이득을 튜닝 하 다. 구동

증폭단은  주 력증폭단을 구동시키기 하여  증폭

단으로 첫째단은 Pout=33.5dBm, Gain=7.5dB, PAE=21 

%인 2W 의 TIM8596-2이며 둘째단은 Pout=35.5dB 

m, Gain=7.5dB, PAE=24%인 TIM8596-4로 4W의 출

력을 나타내며 세 번째 단에서는 Pout=42dBm, Gain=7 

dB, PAE=31%인 TIM8596-15로 15와트의 출력을 나

타내도록 설계를 하 다. 그림 3은  실제 설계되어 구

된 세 번째단의 구동증폭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림 4는 세 번째 구동증폭단에서의 출력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 입력 력(Pin)이 -26dBm일 때 출력 력(Pout)

은 43dBm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구동

증폭단의 이득과 VSWR을 보여주고 있으며 측정 시 

이득은 26.4dB, VSWR은 1.2을 나타내었다. 60W의 

출력 력을 나타내는 주 력증폭단은 요구조건에 맞

는 출력을 내기 하여 최종출력 Pout=47dBm이고 

Gain=9dB, PAE=31%인 TGI8596-50을 이용하여 설계

하 다. 그림 6은 구 된 주 력증폭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7은 주 력증폭단의 출력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 입력 력(Pin)인 -4dB에서 출력 력(Pout)이 

48dBm 이상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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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 된 구동증폭단 형태
Fig. 3 The configuration of implemented drive amplifier 

stage

P in(d Bm )

Pout(d Bm )

그림 4. 구동증폭단의 출력특성
Fig. 4 The output characteristic of drive amplifier stage

G a in

VSW R

그림 5. 구동증폭단의 이득과 VSWR
Fig. 5 The gain and VSWR of drive amplifier stage

그림 6. 구 된 주 력증폭단
Fig. 6 The Implemented main-power amplifier stage

P in(d Bm )

P out(d Bm )

그림 7. 주 력증폭단의 출력특성
Fig. 7 The output characteristic of main-power 

amplifier stage

그림 8은 주 력증폭단의 이득과 VSWR를 보여

주고 있으며 주 증폭기의 측정이득은 10dB를 보여 주

고 있다. 주 력증폭단의 출력단은 손실을 이기 

해 WR90 도 을 안테나로 연결되며 그림 8은 실제 

구 된 도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과 같이 설계 제작된 60W  SSPA의 체 

모듈 특성을 분석하기 해 X- 역 반도체 이더 

송신기의 설계사양을 참조하여 진행하 다. X- 역 

기술  사양은  표 1과 같다. 구동증폭단의 경우, 무

신호시 5A@Vds=+11V이고 RF신호(펄스만)가 있을 때 

5.45A@Vds=+11V을 보 으며  스 칭제어가 되었을 

경우 1.09A@ Vds=+11V를 나타내었다. 주 력증폭단

의 경우 무신호시 1.55A @Vds =+28V, 펄스만 인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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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A@Vds=+28V이며, 스 칭제어를 한 결과 0.6A@ 

Vds =+28V를 보 다. 소모 류 계를 표 2에 정리

하 다. 

G a in

VSW R

그림 8. 주 력증폭단의 이득과 VSWR
Fig. 8 The gain and VSWR of main-power amplifier 

stage

그림 9. 구 된 X- 역 SSPA 내부구조
Fig. 9 The Implemented X-band SSPA inner structure

표 1. X- 역 SSPA Specifications
Table 1. The SSPA Specifications of X-band

General Specifications

Frequency ranges 9410㎒ ±30㎒

Saturated output power +48dBm Min.

Output power (P1dB) +47dBm Min.

Gain +35dB Min.

In/Output VSWR 1.5:1 Max.

Pulse Width < 100㎲

Duty Cycle < 10%

PRF < 10㎑

표 2. 소모 류 테스트
Table 2. The test of Operation Current

소모전류

　 무신호시 신호시
(Pulse만)

신호시
(Switching+Pulse)

11V전류 5A 5.45A 1.09A

28V전류 1.55A 0.5A 0.6A

신호: 50us(5%) Pulse 100us(10%) Pulse

최종 으로 설계된 X- 역 60W SSPA 출력특성

은 Pin=-17dBm에서 Pout=48dBm 이상이 출력을 보

으며 설계된 력증폭단의 체이득은 37dB 이상, 입

출력 VSWR은 1.2~1.4 사이로 제시한  조건을  만족

하 다. 그림 10에서 구 된 X- 역 SSPA의 출력특

성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11은 측정된 력이득과 

VSWR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펄스 특성의 경우,펄스

폭(Pulse Width)을 5.33/10/20/33.33/46.67/53.33usec에

서 하여 시험 하 으며 그림 12은 53.33msec(PRF 

600Hz)에서 측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17,18,19]

P in(d Bm )

P out(d Bm )

그림 10. X- 역 SSPA의 출력특성
Fig. 10 The output characteristic of X-band SSPA

G a in

VSW R

그림 11. X- 역 SSPA의 이득과 VSWR
Fig. 11 The gain and VSWR of X-band S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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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X- 역 SSPA의 펄스 특성(Pulse Width : 
53.55us, PFR : 600Hz)

Fig. 12 The pluse characteristic of X-band SSPA 
(Pulse Width : 53.55us, PFR : 600Hz)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더시스템에서 고출력 증

폭을 해 사용된 진공 형 증폭기의 문제 을 개선

하고, X- 역 디지털 이더시스템을 한 60W 

SSPA를 구 하 다. 구 한 SSPA는 구동증폭단  

주 력증폭단의 스 이드(cascade) 형태로 구성시

켰으며  주 력증폭단에서 원하는 력 이득과 출력

력을 얻기 해 고출력을 나타내는 GaN HEMT를 

이용하여 물리  크기를 축소시켰으며 바이어스  

슈 리어스 등의 효과에서 우수함을 보 다. 본 논문

에서 구 한 60W  반도체증폭기는 9.41GHz±

0.03GHz, 펄스폭 <100usec, 듀티사이클<10%, PRF 

<10kHz에서 출력 력은 48dBm 이상, 력이득 37dB

이상의 성능을 보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SSPA는 

펄스압축기술을 이용한 선박용 디지털 이더시스템

에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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