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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 Ku-band three-stack CMOS power amplifier to enhance the output power and efficiency. To minimize the dc power

consumption, the driver stage is designed using common-source structure. To obtain high output power and utilize a voltage combining

method, the power stage is designed using stack structure. To verify the proposed power amplifier structure, we design a Ku-band

power amplifier using 65-nm RFCMOS process which provide nine metal layers. The P1dB, power-added efficiency, and gain are higher

than 20 dBm, 23 dB, and 25%, respectively, while the operating frequency is 14 GHz-16 GHz.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높은 출력 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력 증폭기 구조를 제안하였다.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동 증폭단은 공통-소스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높은 출력 전력 확보를 위하여 전력 증폭단은 스택 구조

를 적용하였다. 제안하는 구조의 검증을 위하여 아홉 개의 금속층을 제공하는 65-nm RFCMOS 공정을 이용하여 Ku 대역

전력 증폭기를 설계하였다. 동작 주파수 14 GHz에서 16 GHz 일 때, P1dB, power-added efficiency 및 전력 이득은 각각 20

dBm 이상, 23 dB 이상 및 25% 이상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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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무선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밀리

미터파 대역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상용화가 가

시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빔포빙 송수신단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빔포밍 기술은 무선통신 및 레이다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 시스

템과는 달리 많은 개수의 고주파 회로부의 사용이

요구 되며, 이에 따라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많은 수의 고주파 회로부

ISSN：1226-7244 (Print)
ISSN：2288-243X (Online) j.inst.Korean.electr.electron.eng.Vol.25,No.1,133～138,March 2021
논문번호 21-01-20 https://doi.org/10.7471/ikeee.2021.25.1.133

133

(133)



134 j.inst.Korean.electr.electron.eng.Vol.25,No.1,133～138,March 2021

Fig. 1. Amplifier structure: (a) common-source,

(b) cascode, and (c) stack structures.

그림 1. 증폭기 구조: (a) 공통-소스, (b) 캐스코드 및

(c) 스택 구조

에서 발생하는 열은 회로의 고주파 특성을 열화 시

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빔포밍 시스템의 실질적인 구현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송수신 전단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보다

근원적인 방안은 열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다.

빔포밍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열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해서는 송수신 전단부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증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 2].

본 논문에서는 빔포밍 송수신 전단부용 CMOS

기반 Ku 대역 전력 증폭기의 효율 개선을 위한 구

동 증폭단 및 전력 증폭단의 구조를 제안하고 그

효용성을 검증 설계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Ⅱ. 기존 구조의 전력증폭기

1. 공통-소스 구조

일반적인 전력 증폭기의 경우, 높은 출력 전력 확

보를 위한 전력 증폭단과, 충분한 전력 이득 확보

를 위한 구동 증폭단으로 구성 된다. 구동 증폭단

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력 증폭단에 비하여 적은

전력을 소모 하지만 전력 증폭기 전체의 전력 소모

량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력 증폭기의 구동 증폭단 및 전력 증폭단에 흔

히 사용하는 회로 구조는 그림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공통-소스 구조와 캐스코드 구조인데, 공통-

소스 구조의 경우 트랜지스터의 항복전압을 고려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전원 전압을 사용하며, 이에

따라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 되는 전력 소모량

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낮은 전

원 전압을 사용하는 관계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

는 출력 전력 값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상대적인 어

려움이 있다. 또한, 낮은 전원 전압 및 50 Ω 부하

조건인 경우, 정합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 값의 미

세한 오차에 대한 정합 특성의 민감도가 높다는 단

점이 있다.

2. 캐스코드 및 스택(Stack) 구조

캐스코드 구조의 경우, 공통-소스 증폭단과 공통-

게이트 증폭단이 캐스케이드로 연결 된 구조로서,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전압을 분배 하는 방식으로

앞서 기술한 공통-소스 구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전원 전압을 사용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관계로,

높은 출력 전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50 Ω 부하 조

건인 경우, 정합회로를 구성하는 소자값의 오차에

따른 민감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캐스코드 구조와 스택 구조는

매우 유사하지만, 스택 구조의 경우, 이를 구성하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소스 전압강하를 동일

하게 설계 한다는 관점에서는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캐스코드 구조와는 달리 스택 구조를 형성

하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일반적으로

저항 및 캐패시터를 이용한 정합 회로가 구성된다.

스택 구조의 경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트랜지

스터의 전압 강하를 통하여 높은 출력 전압 진폭의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서, 출력 전력 확보를 위하여

전압 결합 방식을 사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스택

구조는 캐스코드 구조에 비하여 전압 결합 방식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캐스코드 및 스택 구조는 공통-소스 구조와 비교

하여, 적층 되는 트랜지스터의 개수에 비례하여 채

널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공통-소스와 동

일한 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널 저항에

의하여 출력 전력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전

원 전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채널 저항의 증가로

인한 전력 손실보다, 전원 전압의 증가로 인한 전

력 확보가 더 주요하게 작용한다.

Ⅲ.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

본 연구에서는 공통-소스 증폭단 및 스택구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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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designed power amplifier.

그림 2. 설계된 전력 증폭기의 회로도

폭단의 이점만을 취하여,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개

선 할 수 있는 전력 증폭기 구조를 제안하였다.

전력 증폭기의 구동 증폭단은 전력 증폭단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 전력이 요구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출력 전력의 확보는 용

이하지 않지만, 전력 소모량이 적은 공통-소스 구

조로 구동 증폭단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체

전력 증폭기의 전력 소모량을 절감하여 효율을 높

이고자 하였다.

전력 증폭단의 경우, 높은 출력 전력의 확보가 주

된 역할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력 증폭단을 스택

구조로 형성하여, 높은 전원 전압을 사용함으로서,

출력 전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높은 출력 전력의 확보가 필요한 전

력 증폭단에만 스택 구조를 적용하고, 구동 증폭단

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통-소스 구

조를 적용함으로서, 높은 출력 전력을 확보함과 동

시에 효율을 개선 할 수 있는 전력 증폭기를 설계

하였다.

Ⅳ.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의 설계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홉개의 금속층을 제공하는 65-nm

RFCMOS 공정을 이용하여 Ku 대역에서 동작하는

전력 증폭기를 설계하였다.

그림 2는 설계된 전력 증폭기의 회로도를 보인

것이다. 입력부와 출력부는 발룬(Balun) 역할을 하

는 변압기와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정합 회로부를

완성하였다.

설계한 전력 증폭기의 구동 증폭단은 공통-소스

구조이며, 전력 증폭기의 안정도 확보를 위하여 중

화 캐패시터를 차동 구조의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

에 적용하였다. 구동 증폭단은 공통-소스 구조인

관계로, 트랜지스터의 항복 전압을 고려하여 전원

전압을 1.0 V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 증폭단의 경우 높은 출력 전

력 확보를 위하여 스택 구조로 전력 증폭기를 설계

하였다. 스택 구조를 형성하는 트랜지스터의 개수

는 동작 주파수 및 목표로 하는 출력전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Ku 대역에서 최소 20 dBm의 출력

전력을 얻기 위하여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하

여 스택 구조를 형성할 경우, 약 17～18 dBm의 최

고 출력 전력을 얻었고, 세 개의 트랜지스터를 이

용하여 스택 구조를 형성할 경우, 목표치인 20 dBm

이상의 출력 전력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세 개의 트랜지스터로 스택 구조를 형성

하였으며, 각 트랜지스터에서의 전압 강하가 같게

형성되도록 적층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되는 정합 회로부를 연결 하였다.

전력 증폭단은 적층 구조로서, 트랜지스터 세 개에

전압이 나뉘어 인가되므로, 2.6 V의 전원 전압을 사

용하여 높은 출력 전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였다.

구동 증폭단 및 전력 증폭단 사이의 정합 회로부는

변압기를 이용하였으며, 변압기의 중간 탭(Center

tap)을 통하여 구동 증폭단의 전원 전압이 인가된

다. 설계 된 전력 증폭기는 Class-AB 동작을 위하

여 구동 증폭단의 게이트 전압은 0.4 V를 사용하였

으며, 전력 증폭단은 게이트 전압은 아래쪽 트랜지

스터부터 위쪽 트랜지스터 방향으로 0.3 V, 1.7 V

및 2.5 V를 사용하였다. 이때 P1dB 지점인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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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rameters of designed power amplifier.

그림 4. 설계된 전력 증폭기의 S-parameters

dBm에서 구동 증폭단고 전력 증폭단은 각각 56.4

mA, 154.5 mA의 전류를 소모한다.

Fig. 3. Layout of designed power amplifier.

그림 3. 설계된 전력 증폭기의 레이아웃

구동 증폭단 및 전력 증폭단에 사용된 트랜지스

터는 동일한 크기로서, 65-nm 게이트 길이에 0.48

mm의 게이트 폭을 가진다.

그림 3은 설계 된 전력 증폭기의 레이아웃을 도

시 한 것이다. 테스트를 위한 패드(pad)를 포함한

전체 크기는 0.725 × 0.500 mm2이며, 그림에서 왼

쪽이 입력부이고, 오른쪽이 출력부이다.

그림 4는 설계 된 전력 증폭기의 S-parameter를

보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Ku대역에 속하는 14

GHz부터 16 GHz를 동작 주파수 목표치로 설정하

였다. 전력 증폭기의 출력부는 Power matching 기

법을 사용하여 S22의 결과가 S11 대비 다소 높게 설

계 되었다.

그림 5는 중심 주파수인 15 GHz에서의 출력 전

력에 따른 전력 이득과 Power-added efficiency

(PAE)를 나타낸 것이다. 포화 전력은 22.6 dBm이

며 최고 PAE는 28.6%이다.

Fig. 5. Gain and PAE according to output power.

그림 5. 출력 전력에 따른 전력 이득 및 PAE

Fig. 6. Gain, P1dB, and PAE according to frequency.

그림 6. 주파수에 따른 Gain, P1dB 및 PAE

그림 6에서는 주파수에 따른 전력 이득, P1dB 및

PAE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전력 이득과 PAE는 주파수에 따라 변화 하지만,

전력 증폭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인 P1dB

의 경우, 14 GHz에서 16 GHz까지 0.36 dB 이하의

변화량으로 단속 되었다. PAE의 경우 15.5 GHz에

서 28.65%의 최고값을 가졌다.

표 1은 설계된 전력 증폭기의 성능치를 기존 연

구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비교를 위하여 표 1에서

보인 기존 연구의 경우 전력 증폭단이 캐스코드 구

조이거나 공통-소스 구조의 전력 증폭기 관련 연

구 결과를 보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전력 증폭기는 20 dBm 이상의 높은

P1dB 값을 가지면서 25% 이상의 높은 PAE 성능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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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ower amplifiers.

표 1. 전력 증폭기의 성능 비교

This
work

[3] [4] [5]

Tech.
CMOS
65-nm

CMOS
65-nm

CMOS
65-nm

CMOS
65-nm

Freq
(GHz)

14-16 18-25 13.7-16.7 13.5-19

Gain (dB) > 23.5 22 21.9 20.6

P1dB
(dBm)

> 20.4 17 - 11.6

PSAT
(dBm)

22.6 23.8 14.5 -

PAE
(%)

> 25.3 25.1 24.1 20

Size
(mm2)

0.45 0.96 0.3 0.5859

Topology
CS*+
3Stack

2stage
cascode

2stage
CS*

3stage
CS*

* CS: Common-source 구조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동 증폭단은 공통-소스 구조로

설계하고, 전력 증폭단은 스택 구조로 설계함으로

서, 전력 증폭기의 높은 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을 개선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

하는 기술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65-nm

RFCMOS 공정을 이용하여 14 GHz부터 16 GHz

까지 동작하는 전력 증폭기를 설계 하였고, 전력이

득 23 dB 이상, PAE 25% 이상 및 P1dB 20 dBm

이상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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