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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종래의 LDMOS를 사용한 력증폭기는 AB-   도허티 방식으로 60MHz 역폭의 역에서 55%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지국의 력증폭 모듈의 RRH의 용에 따라 100MHz이상의 역확장과 60%이상

의 고효율 력증폭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LDMOS FET를 이용한 J-  력증폭기를 설계

하여 200MHz 역에서 60%이상의 고효율 특성을 나타내었다. 설계한 J-  력증폭기는 2차 고조  부하가 

순수한 리액턴스 성분만을 포함하고 작은 양호도 Q 값을 갖도록 출력단 정합회로를 최 화 시켰다. 측정결과 

WCDMA 주 수 역을 포함한 2.06～2.2GHz에서 연속  신호를 입력하 을 때 62～70%의 력 부가효율

(PAE)의 특성을 갖는 10W  J-  력증폭기를 구 하 다. 

ABSTRACT

Existing LDMOS power amplifier that used class-AB and doherty system shows 55% of efficiency in 60MHz narrow band. 

Because RRH has been applied to power amplifier at base station. It is required that over 100MHz expanded band and more than 

60% high efficiency power amplifier. In this paper we designed class-J power amplifier using LDMOS FET which has over 60% 

high efficiency characteristic in 200MHz. The output matching circuit of designed class-J power amplifier has been optimized to 

contain pure reactance at second harmonic load and has low quality factor Q. As a measurement result of the amplifier, when we 

input continuous wave signal, we checked 62～70% of power added efficiency(PAE) in 2.06～2.2GHz including WCDMA frequency 

as a 10W class-J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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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역 통신의 필요성에 따라 이동통신 시스템의 

통신정보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량을 

포함한 트래픽을 해결하기 하여 멀티밴드 특성의 

통신 시스템 개발과 이에 따른 기지국 시스템의 

역 특성과 고효율 특성 등 다양한 기술  특성이 요

구되고 있다. 향후 보다 스마트한 사용자 심의 단말

기와 기기 간 통신 단말기들이 출 함으로서 이동통

신 트래픽 폭증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러한 단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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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와 함께 UHD(Ultra High Definition)와 홀로그램 

같은 용량의 데이터 송을 해서는 기존의 

3G/4G의 서비스로는 주 수 자원의 고갈, 무선 단말

기의 효율계선의 한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5G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이동통신 시스템은 700MHz～4GHz의 이동통신 주

수 역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변조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기술은 주 수 자원

의 효율을 높이고, 역 주 수 역에 용할 경우 

단일 주 수 시스템에 비해 주 수 선택  페이딩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 무선통신 시스템에 리 사용

되고 있다[2-3]. 

OFDM을 포함한 부분의 무선통신 시스템은 충

분한 송신 력을 얻기 해 고출력 력증폭기를 사

용한다. 이러한 력증폭기는 최  출력 력을 얻기 

해 일반 으로 포화 역 근처에 동작 을 설정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AM-AM(Amplitude Modulation 

to Amplitude Modulation), AM-PM(Amplitude 

Modulation to Phase Modulation), ICI(Inter Channel 

Interference)와 같은 비선형 왜곡은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력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은 송 신호의 진폭 변화에 매우 민감하

기 때문에 다수의 부반송 로 변조된 신호를 결함하

여 송하는 OFDM 시스템의 경우 송 신호 진폭이 

매우 크게 변하게 되어 결국 송신호에 한 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이 단일 반송  시스

템에 비해 매우 큰 단 을 갖게 된다[3].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력 증폭기의 선

형성뿐만 아니라 고효율 특성과 역 특성이 강조 

되고 있으며 재 계시스템의 력증폭기는 효율을 

개선하기 해 DPD(Digital Pre-distortion)방식과 

력효율을 높이기 한 다양한 력증폭기 설계 방안

이 연구되고 있다[4]. 그러나 DPD는 력증폭기의 최

 포화 출력 력으로 인해 더 이상 선형 인 동작특

성을 얻을 수 없는 역이 존재하는 문제 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OFDM시스템에서 력증폭기의 

PAPR이 높은 신호의 피크 성분들이 최  포화출력

벨 근처에서의 동작을 유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3].

한, PAPR값이 큰 신호를 력증폭기의 높은 출

력 력 벨에서 동작시키게 되면 력증폭기의 최  

포화 출력 력( )에 이르는 빈도가 높아져 결국 선

형성을 자하시키게 된다. 반 로, 선형성을 확보하기 

해 백-오 (back-off)량을 확장하게 되면 력증폭

기의 효율이 하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송신호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신호의 PAPR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기술에 한 연구가 매우 요하며, 근본

으로는 력증폭기의 선형성과 효율의 향상이 필요

하다[5].

력증폭기 효율향상 기법으로는 도허티 기술이 

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무선장치의 력효율을 충분

히 증가시킬 수 있는 보다 높은 드 인 효율을 갖는 

력증폭기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5]. 력증폭기의 

효율을 개선하기 한 방법으로는 스 치 모드 력

증폭기 기술 개발되어 D , E , F 의 스 치 모드 

력증폭기가 연구되고 있다[6-8]. 스 치 모드 력

증폭기는 력 소자를 스 치로 동작하도록 하여 이

론 으로는 최  드 인 효율이 100%를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스 칭 시간의 제한, 력소자가 가지고 

있는 기생성분과 같은 력 소자의 비이상 인 조건

들에 의해 100%의 효율을 얻을 수 없으며 실제 구

하기에 회로가 복잡한 문제 이 있다[9]. 

이상 인 스 칭 모드 력증폭기 동작에서 고조  

조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며 력소자

의 출력단 커패시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고조 는 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해 

출력단 정합회로에서 2차 고조 만을 조정한 력증

폭기를 J-  력증폭기라 한다[10]. J-  력증폭기

는 스 칭 모드 력증폭기와 같이 높은 효율뿐만 아

니라 AB , B 과 같은 높은 선형성과 역 특성

을 나타낸다[11].

본 논문에서는 력증폭기의 선형화 과정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역 특성과 선형성을 유지하면서 효

율을 높이기 해 소스풀(Source Pull)/로드풀(Load 

Pull)에 의한 설계과정을 통해 최 화 된 입/출력 정

합회로를 설계하고[12], J-  력증폭기의 출력단은 

2차 고조  부하가 순수한 리액턴스 성분만을 나타내

고 양호도 Q값을 작게 나타나도록 출력단에서 높은 

효율과 역 동작을 최 화 시켜 출력단 정합회로

를 설계하 다. 력증폭기의 력소자를 GaN 

HEMT에 비하여 상 으로 경제성이 있는 LDMOS

를 이용하여 WCDMA 주 수 역에서 J-  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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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의 상용화 가능성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소스풀/로드풀을 고려한 J-  력증폭기 
동작 분석

2.1. 소스풀/로드풀 원리

고효율을 한 최 의 임피던스를 찾는 소스풀과 

로드풀의 원리는 최 의 부하인  에서 항

성 소자와 리액티 성 소자를 삽입하여 부하를 변화

시킴으로서 로드풀 등고선을 측할 수 있다. 최 의 

출력 에서 어느 정도 출력 력이 어드는지 

를 통해 우선 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의 최

 선형 출력 력에서 두 개의 종단성 항 와 

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낮은 항성 부하 

의 경우에 소자는 의 완 한 류 범 로 

스윙을 할 수 있으나 압 스윙은  가 되며, 

높은 항성 부하 인 경우에는 류 스윙을 감

소시키고 압 스윙을 최  선형 피크값 에서 

유지시키기 해서 구동 벨을 백-오  시켜야 한

다. 실제 회로에서는 부하 항에 직렬 리액턴스나 병

렬 서셉턴스가 추가가 되며, 이러한 결과 부하임피던

스와 부하어드미턴스 값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1)

    (2)

일정한 출력 력을 가지는 두 호는 스미스차트 상

에서 일정한  과  을 따라 

그려진다. 한 같은 출력 력을 가지는 두 호는 스미

스차트 상에서 서로 만나 폐곡선을 이루는데 이것은 

임피던스  과 어드미턴스  

이 동일함을 의미 하며 다음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

며, 식(3), 식(4)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등고선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3)


 

  (4)

그림 1. 완성된 constant power 등고선
Fig. 1 Constant power contour

2.2. J-  력증폭기 동작 특성 분석

J-  력증폭기는 스 치 모드 력증폭기와는 다

르게 압과 류의 첩을 허용 하지만, 기본 주 수 

력의 증가를 해 2차 고조 가 리액턴스 성분만 

가지도록 하여 효율을 개선하는 개념이다. J-  력

증폭기의 드 인 류 형이 DC성분, 기본 주 수 

성분, 2차 고조  성분만 갖는다면 드 인 류는 식

(5)와 같다. 

    sec
  × 


 




(5)

력증폭기의 드 인 압 형은 드 인 류 형

에 의해 180° 상차를 가지게 된다. DC 력을 기본 

주 수 력으로 최 한 변환하기 해서는 고조 에

서의 력 소비를 최소화 하여야 하므로, 2차 고조  

부하는 순수한 리액턴스 성분만 가지도록 해야 한다. 

2차 고조  부하는 인덕티  는 컨덕티 가 될 수 

있다. 2차 고조 의 부하가 인덕티  성분이면 2차 고

조  압이 류보다 90° 앞서고, 컨덕티  성분이면 

90° 늦게 될 것이다.

기본 주 수의 드 인 압 형과 2차 고조  

형의 최고치가 동기화 되도록 하기 해 드 인 압

이 드 인 류보다 45° 앞서거나 늦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드 인 압은 식(6)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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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in
× cos

(6)

 , 는 기본 주 수 압과 2차 고조  압의 크

기를 나타낸다. 기본 주 수 형과 2차 고조  압

이 동기가 되면 2개의 최고치와 2개의 최 치가 나타

난다. 

  ±   

 


(7)

  

  arcsin

 
  arcsin

 
(8)

 가 0으로 가정하면 식(8)은 식(9)와 같이 

유도된다. 

  




 




(9)

이때, 가 최소값을 가질 때 가 최 값이 되므로 

 , 는 식(10)과 같다. 

max  , min  


(10)

J- 의 이론 인 드 인 효율은 78.5%이고 B  

력 증폭기의효율과 같게 된다. J-  력 증폭기가 

최  효율을 얻기 해서는 식(10)과 같은 값이 되도

록  , 를 선택해야 한다. 2차 고조  부하가 커패시

턴스 성분이면 2차 고조  드 인 압이 드 인 

류보다 상이 90° 앞서야 하므로 2차 고조  드 인 

압은 식(11)과 같다.

sec cos
  (11)

기본 주 수와 2차 고조  압 형의 최고치 동

기를 맞추기 해서는 기본 주 수 드 인 압 형

은 드 인 류 형의 상보다 45° 뒤쳐져야 하므

로 기본 주 수 드 인 압은 식(12)와 같게 된다.

  sin
  (12)

그림 2. 드 인 압 형과 드 인 류 형
Fig. 2 Drain voltage waveform and drain current 

waveform

그림 2와 같이 2차 고조  부하가 인덕티  성분 

혹은 커패시턴스 성분을 가지는 것에 따라 드 인 

압이 45° 앞서거나 뒤처질 것이다. J-  력증폭기가 

최  효율을 가지기 해서는 기본 주 수 압 형

의 최 치와 2차 고조  압 형의 최 치가 동기

가 되도록 드 인 압과 드 인 류간의 상차가 

가 되어야 하며, 기본 주 수의 압은  , 2차 

고조  압은 가 되어야 한다. J-  력 증폭기

는 심 주 수에서 벗어날 때, 드 인 효율, 력 부

가 효율, 출력 력과 출력 력 이득이 격히 떨어

진다. 그 이유는 력 소자가 가지고 있는 기생 성분

( )이 주 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다. 

역 특성을 가지기 해서는 출력 기생 커패시

턴스가 주 수에 따라 보상이 되어야만 하지만, 실질

으로 주 수에 따른 보상이 매우 어렵다. 역 

력 증폭기를 설계하기 해서는 력 소자의 출력 커

패시턴스 때문에 력 증폭기에서의 최 의 부하는 

주 수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역 주 수 역에 

걸쳐서 출력 커패시턴스에 한 완벽한 보상을 할 수 

없으므로, 부하를 최  값에 가까운 값에 정합하여야 

한다. 한 주 수에 따라 게 변하게 되는 Low-Q 

정합 회로를 선택하는 것이 실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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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효율, 역을 한 임피던스 정합과 
J-  력증폭기 설계

본 논문에서 사용한 LDMOS는 10W 의 출력 특

성을 갖는 소자를 사용하 으며, LDMOS의 최 의 

임피던스에 따른 정합회로를 설계하기 하여 소스풀

과 로드풀을 수행하 다. 그림 3은 ADS Tool을 사용

하여 로드풀 시뮬 이션 한 결과이다. 드 인 압 

28V에서 AB 로 동작할 수 있도록 게이트 압을 

인가하여 모든 시뮬 이션을 용하 다. 소스풀과 로

드풀 시뮬 이션을 통해 2.06～2.2GHz에서 65% 이상

의 드 인 효율과 최  출력을 가지는 최 의 입/출

력 임피던스를 추출하 다.

그림 3. 로드풀 시뮬 이션 결과
Fig. 3 Load-pull simulation result

J-  력 증폭기의 설계에서 회로의 입력단은 입

력정합회로와 력 증폭기의 안정도를 높이기 해 

직렬 항을 추가 하 으며, 출력단에는 높은 효율과 

출력 력을 갖기 한 기본 주 수 출력 정합회로와 

2차 고조 의 상과 크기를 제어하기 한 2차 고조

 제어부를 용하 다. 2차 고조  제어부를 통해 2

차 고조  부하가 순수한 리액턴스 성분만을 가지도

록 하여 역 특성을 얻었다. 

그림 4는 2.14GHz의 기본 주 수에서 부하 임피던

스는  이며, 2차 고조  주 수에서의 부

하 임피던스는  으로 항 성분은 낮으

며 리액턴스 성분이 큰 값을 갖는다.

그림 4. 기본 주 수와 2차 고조  출력 임피던스
Fig. 4 Output impedance of fundamantal and 2nd 

harmonic

그림 5는 제작된 J-  력증폭기를 나타내며, 유

율 3.5의 PCB를 사용하 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은 J-  력증폭기의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결과 2.06～2.2GHz 주 수 역에서 출력 력 

40dBm(10W) 이상의 출력과 60% 이상의 력부가효

율 특성을 확인하 다.

그림 5. 제작된 J-  력증폭기
Fig. 5 Class-J power amplifier

그림 6. J-  력증폭기의 드 인 효율
Fig. 6 Drain efficiency of class-J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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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 수별 출력 력과 드 인 효율
Fig. 7 Frequency dependent output power and drain 

efficiency

그림 8. Pin/Pout 계 그래
Fig. 8   vs   test result

표 1. 력증폭기 성능 분석
Table 1. Power amplifier performance analysis



[MHz]

BW

[MHz]

Pout

[W]

PAE

[%]

HEMT 

Typ.

[2] 800 - 5.2 59 GaN

[6] 900 40 51 71 GaN

[7] 1950 - 0.1 79
E-

pHEMT

[8] 3500 - 47 56.6 GaN

[9] 2500 400 10 60 GaN

[10] 2140 - 11.5 77.3 GaN

[11] 2000 1200 10 60 GaN

This 

work
2130 140 10 70 LDMOS

본 논문에서 제작한 LDMOS를 이용한 Class-J 력

증폭기의 성능과 참고문헌을 통한 성능비교를 표 1에 

정리 하 다. LDMOS를 이용하여 역 특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GaN HEMT를 용한 증폭기와 동등한 

PAE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0W  LDMOS 소자를 이용하여 

고효율 역 특성을 갖는 J-  력 증폭기를 설계

하고 시뮬 이션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J-  

력 증폭기는 E, F 과 같은 스 치 모드 력 증폭

기와 비교하 을 때,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고효율과 

역 특성을 확보하 다. 제작된 J-  력증폭기

의 측정결과 2.06～2.2GHz 역에서 10W  이상의 

출력과 60%이상의 력부가효율 특성을 나타 내었으

며, AB 의 게이트 바이어스를 사용함으로써 선형성 

확보를 통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력 증폭기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고정된 송선로

에 의한 정합 회로와 2차 고조  단락회로의 고정값

에 의해 주 수에 따른 2차 고조 의 상과 크기 제

어에 해 지속 인 검토가 필요하며, J-  력 증

폭기를 이용하여 보다 높은 효율의 도허티 력 증폭

기의 연구를 통해 이동통신 시스템의 효율 개선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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