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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HEMT를 이용한 기지국용 전력증폭기 연구 동향
서 민 철․양 영 구

성균관대학교

Ⅰ. 개  요

이동통신 기지국용 전력증폭기 분야는 급격히 팽창 및

발전해 왔지만, 고주파 특성, 고출력 특성, 고선형 특성 및
고효율 특성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상용 기지국용 송신기에 사용되는 전력증폭기는 대부분

silicon을 이용한 LDMOSFET(Laterally-Diffused Metal-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들로 인하여 더욱 성능이

뛰어난 소자에 대한 시장 진입 기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GaN HEMT(Gallium Nitride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는 높은 전력밀도와 항복전압을 가지며, 
높은 주파수 특성과 고효율 특성을 가져 고출력 기지국용

전력증폭기에 매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LD- 
MOSFET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
기간 주목 받아 왔다. 수 년 전만 해도 우수한 성능에 비해
가격이 비싸 L 및 S 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상용 기지
국 응용에 대하여는 LDMOSFET과 경쟁이 불가능해 보였
다. 현재는 LDMOSFET에 비하여 약 1.5배 정도로 가격이
낮아져 점점 LDMOSFET을 대체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2002년 GaN HEMT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족한 기
술의 발전을 위하여 Wide-Bandgap Semiconductors-RF(WBGS- 
RF)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었다[1]. 그 결과, 다양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상용화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소자를 출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본 고에서는 현재 GaN HEMT를 이용한 전력 증폭기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상용 기지국 전력 증폭기
에 많이 사용되는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대역 확장에 관한

최신 연구 내용들을 소개 및 정리하겠다.
먼저 고출력을 위한 내부 정합을 통한 패키지 구조에 관

한 연구에 대한 소개[3]∼[7]를 한 후 소형화를 위한 MMIC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s) 전력 증폭기에 관
한 연구에 대한 소개[8]∼[13]를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GaN HEMT를 이용한 고효율 도허티 전력 증폭기에 대한 연
구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광대역 도허티 증폭기 설
계 기술에 대한 주요 연구들[13]∼[19]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패키지 내부 정합 연구

고출력 트랜지스터는 매우 낮은 입/출력 정합 임피던스
를 갖는다. 이를 50옴의 포트 임피던스로 정합하기 위해서
는 정합 Q-factor가 매우 높은 회로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회로에 Q-factor가 낮은 수동소자를 사용하거나, 상
대유전율이 낮은 PCB를 사용한다면 큰 손실을 갖게 되어
성능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Q-factor가 매우 높은 평판 커패시터와 본드와

이어를 통해 얻어지는 인덕터를 적절히 패키지 내부에 배열

하여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정합을 얻어내거나, 상대유전
율이 매우 높은 보드상에 박막공정을 이용하여 정합회로를

구현하는 패키지 내부 정합 회로에 대한 연구와 구현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3]∼[7]. <표 1>은 대표적인 GaN HEMT 패
키지 내부 정합에 관한 구현 결과들에 대한 요약을 나타낸

다. 참고문헌 [3], [4]는 입/출력에 상대유전율이 매우 높은
PCB를 배치하고 그 위에 정합회로를 구현하는 구조를 채용
하여 패키지 내부에 부분 정합회로를 구현하였다. 참고문헌
[5], [6]에서는 패키지 내부에서 전체 정합회로를 구현하였
다. [그림 1]은 참고문헌 [6]의 패키지 내부에서 전체 정합
을 구현한 GaN HEMT의 패키지 사진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7]은 평판 커패시터와 본드와이어의 인덕터를 이용하여 패
키지 내부에 부분 정합회로를 구현하였다. 향후 silicon이나
유리 또는 알루미늄 기판위에 수동소자를 구현하는 integra- 
ted passive device(IPD)를 이용하여 완전히 정합을 이룬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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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aN HEMT 패키지 내부 정합에 관한 연구들

Ref. [3] Ref. [4] Ref. [5] Ref. [6] Ref. [7]

Manufacturer Eudyna Eudyna Cree Sumitomo Nitronex

Frequency (GHz) 3.2 2.9 3.45 9 2.14

Gain (dB) 14.1 14.5 12.5 10.2 16

Pout (W) 1,000 912 550 333 156

Efficiency @ peak (%) 49.5* 56.4* 66* 37** 65*

Drain biases (V) 80 70 55 65 28

Technique Partial internal match Partial internal match Full internal match Full internal match Partial internal match

* Drain efficiency, ** Power added efficiency (PAE).

<표 2> GaN HEMT MMIC 소자에 관한 연구들

Ref. [8] Ref. [9] Ref. [10] Ref. [11] Ref. [12] Ref. [13]

Process TriQuint’s 
0.25-μm

TriQuint’s 
0.25-μm

BAE Systems’s 
0.2-μm

Raytheon’s
0.15-μm

QuinStar’s
0.14-μm

TriQuint’s 
0.25-μm

Frequency (GHz) 1∼2.7 2∼19 2∼20 71∼76 75∼100 1.8

Gain (dB) 12∼17 6.5∼10 8∼11 9.5 5 18.9

Pout (W) 4∼5 11∼18 10∼22 3 1 3.6

Efficiency @ peak (%) 40∼50** 24∼38** 15∼36** 14** 10** 56.3**

Drain biases (V) 32 35 30 25 12 28

Technique
Fully integrated 

NDPA***
Fully integrated 

NDPA*** DFPA**** 3-stage PA
Traveling-wave 
combiner circuit DPA＃

* Drain efficiency, ** Power added efficiency (PAE), *** Non-uniform distributed power amplifier,
**** Dual field plate power amplifier, ＃Doherty power amplifier.

[그림 1] 내부 정합된 GaN HEMT 패키지 사진[6]

FET(Internally Matched FET)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
로 기대된다.

Ⅲ. GaN HEMT 전력 증폭기 MMIIC

보다 더 큰 집적을 위한 GaN HEMT MMIC 전력 증폭기
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왔다(<표 2> 참고). 이
동 통신 시스템에서 소형 셀 단위의 영역을 커버하기 위한

소형 송신기용 전력증폭기와 위성 및 레이더 시스템 적용을

위한 밀리미터 대역의 전력 증폭기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8]∼[13].
특히, 밀리미터대역에서 동작하는 전력증폭기는 트랜지

션과 정합에서 큰 손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MMIC 구현
이 선호되고 있다. 참고문헌 [8], [9]에서는 전체가 정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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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비균일 분배구조의 MMIC 전력 증폭기를 제안하였다. 참
고문헌 [10]에서는 AlGaN에 Ni와 Ti-Pt-Au을 접합한 dual 
field plate 형태의 소자를 통하여 2∼20 GHz의 광대역 특성
을 구현하였다. 참고문헌 [11]에서는 75∼76 GHz 주파수 대
역에서 3단구조를갖는 MMIC 전력 증폭기를 설계 및 구현
하였다. 참고문헌 [12]에서는 traveling wave 전력 결합기를
이용하여 W-대역(75∼110 GHz)의 전력 증폭기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그림 2]는 참고문헌 [10]의 GaN HEMT MMIC 
전력 증폭기 사진이다. 다수의 셀과 전력 분배 및 결합회로
그리고 임피던스 정합 회로로 구성되어있다.
최근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신호는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높은 PAPR(Peak-to- 
Average Power Ratio)과 넓은 대역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전력 증폭기는 선형성이 보장되는 후퇴된 평균전력에서의

효율과 대역 특성이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전력증폭기의 선형성 및 효율 그리고 대역을 개선하기 위해

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GaN HEMT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3]∼[17].
그중에서도, 도허티 증폭기는 현재 기지국용 전력증폭기

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3]은 참고문헌 [13]의 도허티 기술을
적용한 GaN HEMT MMIC 전력 증폭기의 사진이다. 입/출력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포함된 carrier와 peaking 전력 증폭기
와 입력 단에 전력 분배기, 출력 단에 quarter-wave 선로를
포함한 결합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2] GaN HEMT MMIC 전력 증폭기 사진[10]

[그림 3] 도허티 GaN HEMT MMIC 전력 증폭기 사진[13]

Ⅳ. 광대역 도허티 전력증폭기

후퇴된 평균 전력에서의 우수한 효율 개선 특성이 다양

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검증된 도허티 전력증폭기는 그 우

수함이 인정되어대부분의 상용 기지국에적용되고 있다. 그
러나 단점으로 10 % 이하의 좁은 대역 특성을 갖게 된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대역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15]∼[19]. 참고문헌
[15]에서는 [그림 4]와 같은 브랜치 선로 결합기와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출력 결합기를 제안하여 14.3 %(1.95∼2.25 
GHz)의 대역 특성을성취하였다. 참고문헌 [16]에서는 [그림

5]와같이 베랙터를바탕으로 설계된 임피던스 변환기를 제
안하여 20 %(1.8∼2.2 GHz)의 대역 특성을 성취하였다. 참
고문헌 [17]에서는 [그림 6]과 같이 λ/4 임피던스 변환기가
제거된 부하 네트워크 회로를 제안하여 22.6 %(1.9.6∼2.46 
GHz)의 대역 특성을 성취하였다. 참고문헌 [18]에서는 [그림 
7]과 같이 quasi-lumped λ/4 임피던스 변환기와 klopfenstein 
taper를 통하여 35.3 %(1.96∼2.46 GHz)의 대역 특성을 성취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큰 크기, 회로의
복잡성, 구현의 어려움 그리고 서로 다른 드레인 전압의 사
용이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상용 전력 증폭기 적용에 한

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참고문헌 [19]의 논문

이 발표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후퇴된 평균 전력에서의 대
역특성 최적화를 위하여 기존에 4배 변화하던 임피던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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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광 대역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연구 결과 요약

Ref. [15] Ref. [16] Ref. [17] Ref. [18] Ref. [19]

Device CGH60008D TC23571* CGH40010F CGH40045F CGH40045F

Frequency (MHz) 1.98∼2.25 1.8∼2.2 1.96∼2.46 0.7∼1.0 0.75∼0.95

Bandwidth (%) 14.3 20 22.6 35.3 23.5

Gain (dB) 8.5∼10 14.6∼15.3 7∼9.8 15.3 (avg.) 14∼15.8

Peak Pout (dBm) 42 33∼ 39.8∼41.8 49.9 (avg) 48∼48.8

DE @ peak (%) 65 49∼51** 46∼61 67.3 (avg.) 55.4∼64.7

DE @ 6 dB BO (%) 48 45.3** 39∼44 52∼68 51.5∼63.8

Drain biases (carrier, peaking) 28V, 28V N/A 25V, 30V 28V, 53.2V 28V, 28V

Technique Branch line coupler-type 
combiner

Varator-based
impedance transformer

TLLM***
architecture

Quasi-lumped TL, 
Klopfenstein taper

Asymmetric
load networks

* GaAS pHEMT transistors, ** Power added efficiency (PAE), *** Transformer-Less Load-Modulated architecture.

[그림 4] 브랜치 선로 형태의 출력 결합기를 사용한 도허티

증폭기[15]

[그림 5] 베랙터를 이용한 임피던스 트랜스포머가 적용된 도

허티 증폭기[16]

[그림 6] 임피던스 변환기가 제거된 도허티 증폭기[17]

[그림 7] Quasi-lumped λ/4 임피던스변환기와 Klopfenstein taper
가 적용된 도허티 증폭기[18]

율을 같게 만들기 위해 최적의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2개의
λ/4 임피던스 변환기를 적용하였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
하여 [그림 8]과 같이 carrier과 peaking 전력 증폭기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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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rier 전력 증폭기

(b) Peaking 전력 증폭기

[그림 8] 비대칭 부하 정합 네트워크를 사용한 광대역 도허티

증폭기의 정합 네트워크[19]

다른 비대칭 부하 정합 네트워크를 갖도록 구성되었다. 그
결과, 23.5 %(0.75∼0.95 GHz)의 대역 특성을 성취하였다. 이
는 기존의 도허티 전력 증폭기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통

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carrier와 peaking 전력증폭기에 똑같
은 드레인 전압을 사용하는 장점을 갖는다. 이를 통해 실제
응용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맺음말

GaN HEMT 소자는 개선된가격경쟁력과더불어 대량 생
산 능력과 신뢰성 특성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급

변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적합한 차세대 소자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동안 발표되었던 GaN 
HEMT 전력증폭기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소개하였다. 
끝으로, GaN HEMT를 이용한 기지국용 광대역 도허티 전력
증폭기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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