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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aN 력증폭소자를 이용한 력증폭기의 고효율 특성을 구 하기 하여 50Ω으로 정합된 력증폭소자는 

용 주 수 역, 출력 력, 효율 특성 선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ource/load-pull 시험을 통한 측

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출력, 고효율 특성의 설계 목 에 맞는 정량  입력  출력 임피던스를 추출하여 고효

율 력증폭기를 구 하 다. 구 된 력증폭기는 2.7-3.1GHz의 주 수 역에서 25watt(44dBm), 66-76%의 

PAE특성 나타낸다.

ABSTRACT

Power amplification device which is matched to 50Ω in order to achieve a high efficiency of a power amplifier using a GaN 

power amplification device, since there is a limit of application frequency bands, output power, efficiency characteristics selection, in 

this study based on the measurement data through the source/load-pull test, high output power and to extract quantitative input and 

output impedance that matches the design objectives of high output power, high efficiency, an implementation of the high efficiency 

power amplifier. Implemented power amplifier is shows 25watt(44dBm), PAE of 66-76% characteristics in the frequency band of 

2.7-3.1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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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송신시스템(Transmitter 

system)에 한 기술개발은 주어진 스펙트럼을 효율

으로 이용하는 고효율과(High efficiency)와 멀티밴

드/멀티모드(Multi-band/Multi-mode)로 동작시키기 

한 역 특성으로 구분된다[1]. 이와 같은 이동통

신 기지국용 송신시스템의 특성  력증폭기의 고

효율 특성을 구 하기 하여 넓은 밴드-갭 구조로 

높은 항복 압, 열 도 특성, 자 포화속도 특성이 

우수한 GaN 력증폭소자를 용하여 Doherty, 스

치 모드 구동방식과 같은 다양한 설계법을 용한 

력증폭기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2-6].

GaN 력증폭소자는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입/출력이 50Ω으로 정합된 력증폭소자는 추가 인 

회로의 구성이 필요 없어 력증폭기를 구 하는데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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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단순화, 소형화, 개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50Ω 정합된 GaN 력증폭소자

의 경우 용 주 수 역이 한정 이고, 출력 력, 

효율특성이 고정되어 있어 력증폭기의 정량  특성

을 사용 목 에 맞게 선택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한 력증폭소자의 출력이 높을수록 국가 력기술로 

분류되어 수출허가 획득이 어려워 bare-die 타입 는 

패키지 타입의 력증폭소자를 이용하여 력증폭기

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7].

일반 으로 력증폭기 설계는 비선형 모델을 이용

하여 load-pull 시뮬 이션을 통해 력증폭기의 설계

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계방법은 제조사에서 제공한 

비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회로 시뮬 이션 소 트웨어

를 사용하기에 력증폭기 설계에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법

은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존재한다.

첫째, 비선형 모델을 이용한 력증폭기 설계는 비

선형 모델의 정확도에 의존한다. 그러나 시뮬 이터 

혹은 력소자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비선형 모델을 

추출하기 한 일반 인 근법이 없는 이며, 비선

형 모델의 정확도가 낮으면 시뮬 이션과 실제 력

증폭기 제작에 있어서 성능차이가 발생하게 된다[8]. 

둘째, load-pull 시뮬 이션을 통한 설계는 력증폭기

가 고출력이나 고효율특성을 얻기 한 조건을 고려

할 뿐 력증폭기기의 비선형 동작에 따른 입력조건

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력소자 입력단의 부정

합은 력증폭기의 안정성과 력소자에 입력된 력

을 달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므로 source-pull 시

험을 통한 증폭소자의 입력단 분석이 필요하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계법이 갖는 한계

을 개선하기 하여 GaN 력증폭소자를 이용하여 

고출력, 고효율 특성을 갖도록 설계 목 에 맞는 정량

 입력  출력 임피던스를 추출하기 하여 

source/load-pull 시험을 통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2.7-3.1GHz의 주 수 역에서 25watt(44dBm)와 

70% 이상의 PAE(: Power added efficiency)를 갖는 

고효율 력증폭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설계에 있어 GaN 력증폭소자에 한 정량  입

력  출력 임피던스를 정합시키기 하여 원하는 출

력에서 원하는 효율을 나타내는 임피던스를 로그램

어블 가변튜 를 이용한 source/load-pull 측정을 통해 

최 의 임피던스를 구하여 정합회로를 설계한다. 한 

력증폭기의 구동방식에 있어서는 J-  설계기법을 

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J-  력증

폭기는 스 치 모드 력증폭기의 하모닉 제어조건 

만족의 어려움과 력증폭소자의 출력단 커패시턴스

에 의한 하모닉 튜닝의 어려운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10]. 한 AB-  력증폭기의 2차 하모닉만을 

리액턴스 특성을 갖도록 조정하여 높은 효율을 만족

시키며 원하는 선형성과 역 특성을 나타내는 

력증폭기 이므로 차세  이동통신 기지국에 이용되는 

RRH의 고효율 역 특성을 나타내는 력증폭기로 

이용하고자 한다.

Ⅱ. 고출력 GaN 력증폭소자의 임피던스 
특성 측정

본 연구에서 용한 source/load-pull 시험 구성도

는 그림 1과 같다. 고출력 GaN 력증폭소자(: DUT)

의 입력과 출력 임피던스 측정을 해 GaN 력증폭

소자 양단에 두 개의 로그램어블 가변튜 를 사용

하며, 로그램어블 가변튜 는 자동 보정모드로 동작

함으로써 부하값을 변화시킨다. 바이어스 티를 이용하

여 GaN 력증폭소자에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입력측

과 출력측에 치한 커 러를 통해 진행방향 는 역

방향 력을 측정하며 원하는 정격특성(고효율, 출력

력)을 나타내는 입력과 출력 임피던스를 결정한다. 

임피던스 측정과정에서 임피던스 부정합에 의해 발생

하는 반사 에 의한 구동증폭기의 발진과 GaN 력

증폭소자의 보호를 해 분리기를 이용하여 제어해야 

한다. Source/load-pull 시험과정은 PC를 이용하여 제

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용되는 source/load-pull 측정 시스

템은 원하는 출력에서 원하는 효율값을 나타내는 입

력과 출력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하여 력소자의 

정격특성에 따른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정확한 측정을 하여 워미터와 가

변 튜 사이의 수동소자들이 출력 력에 미치는 향

을 정확한 디-임베딩(de-embedding) 과정을 통해 보

장 되므로 source/load-pull 시험 진행  특정 시스템

의 정확한 보정과정이 필요하다. 보정과정은 그림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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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ource/load-pull 측정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Diagram of source/load-pull measure system

시험구성도에서 GaN 력증폭소자 신 thru-line을 

용하여 신호 발생기에서부터 스펙트럼 분석기까지

의 경로와 가변토 에서 워미터까지의 경로에 한 

손실을 각각 측정하며, 신호 발생기와 워미터에서 

각 경로에 한 손실을 보장하게 된다.

Source/load-pull 시험과정은 사용자가 source/ 

load-pull 제어 로그램 상에서 임의의 입력 임피던

스를 스미스차트에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여러 치

를 지정하면, 로그램어블 가변튜 는 지정된 임피던

스  우수한 특성을 갖는 임피던스 지 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출력 력, 이득, 효율의 세 가지 특성  

어느 특성에 가 치를 두느냐에 따라 출력되는 임피

던스 값은 달라진다. 출력 임피던스 역시 동일한 방법

으로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용한 GaN 력증폭소자는 CREE사

의 25watt  력소자로 25watt의 출력 력에서 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입력과 출력임피던스를 찾기 

해 source/load-pull 시험을 진행하 으며, 측정 주

수 역은 2.7-3.1GHz이며, 드 인 압은 28V, 게이

트 압은 GaN 력증폭소자가 AB- 으로 동작할 

수 있는 –2.75V로 고정하 으며 주 수와 바이어스

를 선정 후 로그램어블 가변튜 의 기 임피던스 

을 스미스차트의 앙 인 50Ω으로 설정하고 입력

력을 가변시키기 하여 기  입력가용 력범 를 

설정하 다. 기  입력가용 력범 를 설정한 후 

source/load-pull을 통해 기 임피던스 지 을 구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그림 2는 2.7GHz에서 (a) 

source-pull, (b) load-pull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a) Source-pull

(b) Load-pull

그림 2. 최  출력기  2.7GHz source/load-pull 결과
Fig. 2 Maximum output standard 2.7GHz 

source/load-pul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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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3.1GHz에서 (a) source-pull, (b) 

load-pull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Source/load-pull 

시험결과 2.7GHz에서 입력은 ∠ , 출력은 

∠ 의 임피던스에서 최 의 출력 력

을 확인하 으며, 3.1GHz에서 입력은 ∠  

, 출력은 ∠ 의 임피던스에서 최 의 

출력 력을 확인할 수 있다. Source/load-pull 측정결

과에 따른 출력 력은 표 1에 정리하 다. 

(a) Source-pull

(b) Load-pull

그림 3. 최  출력기  3.1GHz source/load-pull 결과
Fig. 3 Maximum output standard 3.1GHz 

source/load-pull results

Freq. Source-pull Load-pull Pout
2.7GHz ∠ ∠ 44.30 dBm

3.1GHz ∠ ∠ 44.34 dBm

표 1. Source/load-pull 측정결과
Table 1. Source/load-pull measurement result

그림 4와 그림 5는 source/load-pull 측정을 통해 

추출한 임피던스값을 기 으로 력스윕을 통한 출력

력과 이득 그리고 PAE를 각각의 주 수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4. 력스윕 결과(2.7GHz)
Fig. 4 Power sweep results(2.7GHz)

그림 5. 력스윕 결과(3.1GHz)
Fig. 5 Power sweep results(3.1GHz)

력스윕 시험을 통해 추출한 임피던스로 정합회로

를 구 하 을 경우, 25watt의 출력을 만족하기 해 

2.7GHz에서는 33dBm의 입력 력이 필요하며, 이때, 

44.16dBm의 출력 력, 9.78dB의 력이득, 그리고 

53.17%의 PAE를 기 할 수 있으며, 3.1GHz에서는 

33dBm의 입력 력이 필요하며, 44.18dBm의 출력 력, 

10dB의 력이득, 그리고 44%의 PAE를 기 할 수 있

다. 25watt의 출력 력을 만족하기 한 임피던스를 추

출하 기에 PAE 특성과의 트 이드오 로 인한 손실

이 발생하 으며, 이를 보완하기 해 력증폭기의 효

율특성을 보완하기 한 설계기법의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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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효율 력증폭기 설계

2.7-3.1GHz의 역에서 측정된 source/load-pull 측

정결과를 이용하여 최 의 출력과 효율을 얻기 해 

정합회로를 설계하 다. 설계에 사용된 25watt  GaN 

력증폭소자의 드 인 압은 28V, 게이트 압은 

력증폭기가 AB- 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로 선정하여 바이어스를 인가하 다[11].

AB-  력증폭기의 설계에 있어 입력단은 입력정

합회로와 력증폭기의 안정도를 높이기 해 직렬 

항을 추가 하 다. 출력단에는 높은 효율과 출력

력을 얻기 해 출력정합회로를 구 하 다. 력증폭

기의 역 특성을 얻기 하여 출력 기생커패시턴

스가 주 수에 따라 보상이 되어야 하지만 설계 역

에 한 각 주 수별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충 을 

찾아 역 특성을 높일 수 있게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GaN 력증폭소자의 경우 다른 력증폭소

자와 비교하 을 때, 2.3-2.9pF의 낮은 커패시턴스 값

을 가지기 때문에 역 력증폭기 설계에 유리하

다. 정합회로의 설계에 있어서 설계하고자 하는 주

수 역의 낮은 주 수를 기 으로 정합을 수행한다. 

이때, 출력 정합회로는 충분한 기  길이를 확보하

여 설계 주 수 역에서 력증폭기의 출력 반사손

실 특성이 2-3pole을 갖도록 하여 역 특성을 유도

하고 입력 정합회로는 체 역의 이득 평탄도 특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합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요

하다.

그림 6. J-  력증폭기 구성도
Fig. 6 Class-J power amplifier block diagram

그림 6은 2차 하모닉이 리액턴스 특성을 가지며 J-

 력증폭기로 동작하기 한 2차 하모닉 제어부가 

용된 J-  력증폭기의 회로도를 나타내며 그림 7

은 설계된 J-  력증폭기의 기본 주 수 성분 임피

던스 특성과 2차 하모닉 임피던스가 리액턴스 성분을 

나타냄을 보여 다[11].

그림 7. 력증폭기의 2차 하모닉 임피던스 특성
Fig. 7 2nd harmonic impedance characteristic of power 

amplifier

시뮬 이션 결과 2.7-3.1GHz 역 내에서 44.2dBm 

이상의 출력 력을 나타내었으며, 68.1-74.4%의 PAE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한 EM 시뮬 이션 결

과를 그림 8,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8. J-  력증폭기 출력 력 EM 
시뮬 이션 결과

Fig. 8 Output power EM simulation results of 
Class-J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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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J-  력증폭기 력부가효율 EM 
시뮬 이션 결과  

Fig. 9 PAE EM simulation results of Class-J 
power amplifier

표 2는 AB-  력증폭기와 J-  력증폭기의 

역 내 주 수별 PAE특성을 비교하 다. J-  용을 

통하여 최  13%의 PAE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Freq.

[GHz]

Class-AB PA Class-J PA


[dBm]

PAE

[%]


[dBm]

PAE

[%]

2.7 43.8 54.9 44.1 68.1

2.8 44.4 61 44.4 73.2

2.9 44.9 66.1 44.6 74.4

3.0 45.2 69.3 44.7 72.5

3.1 45.3 70.3 44.8 68.4

표 2. AB-  력증폭기와 J-  력증폭기 
특성비교

Table 2. Comparison with Class-AB PA and Class-J 
PA

그림 10은 source/load-pull 측정값을 기반으로 제

작된 력증폭기의 실물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에 사

용된 기 은 유 율 2.2의 손실 특성을 갖는 기 을 

용하 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제작된 력증폭기

의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은 100MHz단

로 측정한 력스윕과 이득 억압정도를 측정하여 

나타 내었으며, 그림 12는 각 주 수별 출력 력과 

PAE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결과 2.7-3.1GHz 주

수 역에서 P1dB 기 으로 25watt (44dBm)의 출

력 력과 66-76%의 PAE 특성을 확인하 다.

그림 10. 제작된 력증폭기
Fig. 10 Implemented power amplifier

그림 11. Pin/Pout 계 측정결과

Fig. 11 Pin/Pout measurement results 

그림 12. 주 수별 출력 력, 력부가효율
측정결과 

Fig. 12 Measurement results of frequency 
dependent output power, PAE

시뮬 이션 결과와 source/load-pull 측정값을 기반

으로 제작된 J-  력증폭기의 측정결과를 비교하

을 때, 25watt 의 동일한 출력 력을 확인할 수 있으



고출력, 고효율 PA 설계를 한 로드-풀 측정

 951

며, PAE의 경우 2.7GHz의 낮은 PAE를 보완하기 

하여 성능 최 화 작업을 통해 76%의 PAE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3GHz이상의 주 수에서는 시뮬

이션 결과보다 낮은 력부가효율 성능을 확인하

다. 이는 고정된 송선로에 의한 정합회로와 2차 하

모닉 제어회로가 3GHz이상의 주 수에서 J-  동작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발생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력증폭기의 성능과 참고문헌

의 성능을 표 3에서 비교하 다. 참고문헌은 S- 역 

GaN 력증폭소자를 이용하여 D, E, F, F-1- 으로 

설계된 력증폭기의 성능지표이며, 참고문헌 [5, 6]의 

경우, F, F-1 력증폭기로 73% 이상의 우수한 PAE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설계된 역폭이 좁고 단일 

주 수에서 측정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목할 은 

성능비교 된 참고문헌의 력증폭기의 역폭보다 더 

넓은 역폭(400MHz)을 유지하면서, 66-76%의 더 높

은 PAE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스

치 모드 력증폭기와 동등한 수 의 PAE 특성을 가

지면서 단순한 구조로 구 되기 때문에 력증폭기의 

소형화에도 이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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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W]
25 29.5 10 10 10

Gain

[dB]
16 14.4 13 20 11

PAE

[%]
> 68 62 62,5 792 70

Freq.

[GHz]
2.7-3.1 2.60 1.95 1.00 3.4-3.6

HEMT

type
GaN GaN GaN GaN GaN

표 3. 력증폭기 성능분석
Table 3. Performance analysis of power amplifier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력증폭소자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비선형 모델을 이용한 기존 설계법의 단 을 보완하

고 설계 목 에 맞는 임피던스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source/load-pull 시험을 통해 력증폭기를 설계

하 다. 로그램어블 가변튜 를 이용하여 고출력 특

성을 만족하는 입력과 출력 임피던스를 선정하 으며, 

source/load-pull 시험을 통해 선정된 GaN 력증폭

소자의 입력과 출력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력증폭기

의 설계에 있어 효율특성을 보완하기 하여 J-  설

계 기법을 용하 다. 제작된 J-  력증폭기는 

2.7-3.1GHz 역에서 25watt 의 출력 력과 66-76%

의 PAE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용된 J-  설계기법은 

스 치모드 력증폭기와 비교하 을 때, 스 치 모드 

력증폭기와 동등한 PAE 특성을 가지며, 간단한 회

로구성을 가지므로 소형화에 이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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