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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출력 력 백-오  구간을 확장하기 한 고출력 고효율 불균형 도허티 력 증폭기를 제안하 다. 제안

된 불균형 력증폭기는 기존의 칭형 도허티 력증폭기처럼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에 같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구조이며 주 증폭기의 출력에 연결되어 있는 λ/4 변환기의 임피던스를 변형하여서 구간을 확장할 수 있다. 제안된 불균

형 도허티 력증폭기는 기존의 백-오  출력 구간을 확장하기 한 비 칭 도허티 력증폭기와 비교해서 구조가 더 간

단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효율과 선형성 특성을 갖는다. 제안된 증폭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해서 CDMA2000 1FA 신

호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46 W 도허티 력증폭기를 설계  제작하 다. 제작된 불균형 도허티 력증폭기에서 35 % 

의 효율과 885 kHz 오 셋 주 수에서 ACPR -34 dBc 그리고 1.98 MHz 오 셋 주 수에서 ACPR -35.6 dBc를 얻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high power and high efficiency unbalanced Doherty power amplifier used to extend the output power 

back-off (OPBO). The proposed unbalanced amplifier uses the same type of transistors in both the main amplifier and the 

peaking amplifier, similar to a conventional symmetric Doherty amplifier. The unbalanced amplifier can have the impedance of 

a λ/4 transformer located at the output of the main amplifier modified. This enables the OPBO to exceed 6 dB, the maximum 

OPBO for a conventional symmetric Doherty amplifier. The efficiency and linearity performance of the unbalanced Doherty 

amplifier are almost same as those found for the asymmetric Doherty amplifier, even though the unbalanced Doherty amplifier 

structure is simpler than the asymmetric Doherty structure. In order to verify the proposed amplifier performance, a 46 W 

Doherty amplifier has been both simulated and measured using a CDMA2000 1FA signal. From the measured results, the 

proposed unbalanced Doherty amplifier achieved an added power efficiency of 38 % and an adjacent channel power ratio of -34 

dBc at a 885 kHz offset frequency and -35.6 dBc at a 1.98 MHz offse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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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은 빠른 속도의 데

이터 송을 해서 높은 PAR (Peak to Average 

Ratio)의 신호를 사용한다. 이러한 높은 PAR을 갖는 

신호를 선형 으로 증폭시키기 해서는 력증폭

기의 높은 백-오  출력이 요구되므로 효율이 낮아

져서 력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높은 출력 백-

오  지 에서 력증폭기의 효율을 개선하기 해

서 도허티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허티 기술은 구조가 상 으로 간단하고 다른 

고효율 기술들 (EER, LINC, Dynamic bias control)에 

비해 넓은 역폭을 갖는 장 이 있다[1]. 일반 인 

칭 도허티 력 증폭기는 6 dB 백-오  출력까지 

최  효율을 유지하는데 백-오  출력을 6 dB 이상

으로 확장하기 해서 N-way 도허티 력증폭기와 

비 칭 도허티 력증폭기가 연구되었다.

N-way 도허티 증폭기는 주 증폭기에 셋 이상의 

소자를 사용하여 체 출력을 증가시켜 백-오  구

간을 확장시키는 기술이다[2,3]. 따라서 사용되는 

소자의 수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가격 상승과 체 

회로의 사이즈 증가라는 단 을 갖고 있다. 한 

입력에 사용되는 N-way 분배기의 구 이 용이하지 

않다. 

비 칭 도허티 력증폭기는 주 증폭기 보다 

더 큰 출력 용량의 소자를 보조 증폭기에 사용하

면서 체 출력을 증가시켜서 최  효율 백-오  

력지 을 다양하게 조 하는 방식이다[4]. 이때 

보조 증폭기와 주 증폭기에 사용되는 소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증폭기의 출력 결합지 에서 두 

출력 신호 간의 상과 이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개선하기 해서 부가  회로를 사용하

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균형 도

허티 구조를 사용한 고출력 력증폭기를 제안하

다[5]. 

불균형 도허티 력증폭기는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에 동일한 출력 용량의 소자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고 주 증폭기의 λ/4 출력 변환회로의 임피

던스를 변화시켜서 포화출력을 조 함으로써 최

효율을 갖는 백-오  구간을 확장하는 구조이다. 

불균형 도허티 력증폭기는 주 증폭기와 보조 증

폭기에 동일한 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인 

회로없이 효율 특성을 얻을 수 있어서 유사한 성

능을 갖는 기존의 비 칭 도허티 증폭기에 비해서 

설계와 제작이 쉽고 사용되는 소자의 새로운 선택

없이 최 효율 구간 확장을 한 백-오  출력을 

늘일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1.8 

GHz 역 120 W LDMOS소자를 사용하여 평균

력 46 W 불균형 도허티 력증폭기를 설계하고 제

작하 다.

Ⅱ. 동작원리  이론

도허티 기술에서 기존의 최  효율을 갖는 출력 

백-오  구간 확장 방식은 주 증폭기와 피킹 증폭

기에 서로 다른 출력용량을 갖게 하는 비 칭 방식

이다. 하지만 불균형 도허티는 칭 도허티 력증

폭기와 같이 동일한 출력용량의 소자를 사용하면서 

최  효율을 갖는 출력 백-오  구간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림 1>은 기존의 비 칭 도허티 력증폭기와 

제안한 불균형 도허티 력증폭기의 구조를 보여

다. 비 칭 도허티 력증폭기는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의 소자 차이로 인한 이득과 상조 이 요

구되기 때문에 상변환기와 이득조 기와 같은 보

조 회로가 필요하다. 비 칭 도허티 력증폭기는 

주 증폭기의 임피던스 변환기 Zc의 값을 Ropt로 갖

도록 하고 두 소자의 출력 용량에 따른 출력 백-오

에 따라서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의 출력 임피

던스가 변하게 된다. 불균형 도허티 력증폭기는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에 같은 출력 용량의 소자

를 사용하고 주 증폭기의 출력 임피던스를 2Ropt보

다 크도록 조 하여 주 증폭기의 출력 백-오 량을 

6 dB보다 크게 늘인다. 따라서 체 출력 력의 변

화 없이 백-오  구간만을 확장할 수 있다. 이때 실

제 주 증폭기 출력 임피던스의 변화를 해서 λ/4 

변환기의 임피던스 Zc의 값을 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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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력 력 백오  구간의 확장을 한 도허티 

력 증폭기의 구조: (a) 기존의 비 칭 력 

증폭기[2], (b) 제안된 불균형 도허티 력 증

폭기

<Fig. 1> Doherty power amplifier structures for 

extending the output power back-off: 

(a) a conventional asymmetric Doherty 

PA and (b) the proposed unbalanced 

Doherty PA 

불균형 도허티 력증폭기에서 최 출력 력 PH

와 최 효율 백-오  구간의 출력 력 PL은 식 (1), 

식 (2)와 같다.

  






 (1)

  






 (2)

여기서 α는 백-오 를 확장하기 한 주 증폭기

의 임피던스 계수이고 β는 도허티 체 출력임피

던스 계수이고 Ropt는 사용된 소자의 출력단에 최

화된 임피던스로 일반 으로 50옴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존의 최 효율구간 확장을 한 백-오

량 B는 식 (3)와 같다.

   


 


 (3)

원하는 백-오  구간 B를 얻기 해서는 합한 

α와 β의 값을 얻어야 한다. 이때 λ/4 변환기의 

임피던스 Zc는 식 (4)와 같기 때문에 도허티 체 

출력임피던스 βRopt는 λ/4 변환기의 임피던스 Zc와 

보조 증폭기의 임피던스 Ropt의 병렬연결 값과 같아

야 하므로 식 (5)와 같이 나타난다.

 ∙   (4)

    


  (5)

이때 식 (3)과 식 (5)를 계산하여 α와 β를 요구

되는 백-오 량 B 로서 정의하면 식(6)과 같아진다.

  

 

  (6)

여기서 b는 백-오 량 B의 크기로 10B/10을 의미한다.

<그림 2>에 백-오 량에 따른 임피던스의 변화와 

임피던스 변환기의 송선로 두께의 변화를 보여

다. 백-오 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 증폭기의 출력 

임피던스 αRopt와 체 출력임피던스 βRopt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αRopt와 βRopt가  증

가하기 때문에 Zc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에서 

보면 기존의 일반 인 칭형 도허티 력증폭기는 

백-오  값이 6 dB이기 때문에 αRopt는 100 ohm 이 

되고 βRopt는 25 ohm이 되어서 λ/4 변환기의 임피던

스는 Ropt 즉 50 ohm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CDMA2000 신호에서 요구되는 백-오  값인 7.24 dB

를 선택하면 αRopt는 150 ohm이 되고 βRopt는 28.3 

ohm 이 되어서 λ/4 변환기의 임피던스는 1.303Ropt 

즉 65 ohm이 된다. λ/4 변환기의 두께는 유 율이 

3.52인 기 을 사용할 경우의 변화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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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도허티 력증폭기의 백오  출력이 9.4 

dB가 될 경우 λ/4 변환기의 임피던스 Zc는 98 ohm

이 되고 그 두께는 0.4 mm가 된다. 실제로 불균형 

도허티의 제작 시에 Zc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이크

로 스트립 라인의 두께는  감소하게 되어 출력 

백-오 량을 무한히 늘릴 수는 없는 단 이 있다.

<그림 2> 백오  출력에 따른 주증폭기 출력임피던스(α

Ropt)와 체 출력 임피던스(βRopt), λ/4 변환

기의 임피던스(Zc)  송선로 두께의 변화

<Fig. 2>  Output impedance of the main 

amplifier, output impedance of the 

unbalanced Doherty amplifier, the λ/4 

transformer impedance Zc, and the 

transformer line width as a function 

of the OPBO (Output Power Back-Off)

Ⅲ. 시뮬 이션  측정결과

<그림 3>에 제작된 불균형 도허티 증폭기를 나타냈

다. 기 은 유 율 3.52, 유 체 두께 0.762 mm인 RF35

를 사용하 고 Freescale사의 120 W  MRF8S18120을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에 각각 사용하여 불균형 도

허티 증폭기는 최  출력 력 240 W인 53.8 dBm을 

갖는다. 불균형 도허티 증폭기는 칭형 구조로 인해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의 입출력 정합회로 구조가 

동일하다. 입력단 부분에는 Anaren사의 90도 하이 리

드 결합기인 XC1900A를 사용하 다.

<그림 4>에 2 톤 신호를 입력 신호로 사용하여 

시뮬 이션 한 결과로 불균형 도허티 증폭기의 효율 

 선형성과 칭형 6 dB 출력 백-오  증폭기의 효

율을 나타냈다. 선형성을 최 화하기 에 불균형 도

허티 증폭기는 최  출력으로부터 7.24 dB 출력 백-

오  지 에서 45 %의 효율을 갖는다. 이는 칭형 

도허티 력증폭기보다 효율이 약 5.5 % 개선된 결

과이다. 하지만 7.24 dB 출력 백-오  지 에서 -17 

dBc의 낮은 선형성을 갖는다. 따라서 불균형 력증

폭기의 선형성 개선을 한 최 화가 요구된다. 선형

성 개선을 해서 보조 증폭기의 게이트 압을 높

여주고 주 증폭기 출력 정합회로에 커패시터를 추가

하 으며 선형성 최 화 후에 효율은 42.4 %, 3차 혼

변조 성분은 -39 dBc를 얻었다. 이는 칭형 도허티 

력증폭기보다 효율이 2.9 % 개선된 결과이다.

<그림 3> 제작된 불균형 도허티 증폭기의 사진

<Fig. 3> Photograph of the unbalanced Doherty 

amplifier

<그림 4> 1.25 MHz 역폭을 갖는 2-톤 신호를 사용한 

불균형 도허티 증폭기와 칭형 도허티 증폭기 

구조의 효율  선형성에 한 시뮬 이션 결과 

<Fig. 4> The simulated efficiency and linearity of 

the symmetric Doherty power amplifier 

(SDPA) and the unbalanced Doherty 

power amplifier (UDPA) for a two-tone 

signal with a bandwidth of 1.25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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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2-톤 신호를 입력 신호로 사용한 불균

형 도허티 력증폭기와 기존의 비 칭 력증폭기

의 효율  선형성의 측정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4].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비 칭 력증폭기가 

7.24 dB 출력 백-오  된 지 에서 38.6 %의 PAE와 

-35.5 dBc의 IMD3을 갖고 불균형 도허티 증폭기는 

7.24 dB 출력 백-오  된 지 에서 39.9 %의 PAE와 

-36.2 dBc의 IMD3을 갖는다. 결과 으로 두 개의 구

조가 서로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1.25 MHz 2-톤 신호를 사용한 기존의 비

칭 도허티 력증폭기와 불균형 력 증폭기의  

효율  선형성 측정 결과 비교

<Fig. 5> The measured efficiency and linearity 

of the conventional asymmetric

Doherty amplifier and the unbalanced

Doherty amplifier for a two-tone

signal with a 1.25 MHz bandwidth

<그림 6>에 불균형 도허티 증폭기에서 2 톤 신호

와 CDMA2000신호에 한 효율  선형성의 측정결

과를 나타냈다. 2톤 신호를 사용하 을 때 최  출력 

력으로부터 7.24 dB 백-오  지 에서 39.9 %의 

력부가효율과 -36.2 dBc의 3차 혼변조 특성을 보 다. 

그리고 7 dB PAR을 갖는 CDMA2000 1x 1FA 신호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 최  출력 력으로부터 

7.24 dB 백-오  지 에서 효율(PAE)은 38 %를 얻었

고 최  출력 력으로부터 7.24 dB 백-오 된 지

에서 885 kHz 오 셋에 해 ACPR -34 dBc와 1.98 

MHz 오 셋에 해 ACPR -35.6 dBc를 얻었다.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불균

형 도허티 증폭기와 기존의 비 칭 증폭기들과 비

<그림 6> 2톤  CDMA 2000 1FA 입력신호를 사용한 불균

형 도허티 력증폭기의 효율  선형성 측정 결과 

<Fig. 6> The measured efficiency and linearity of the 

unbalanced Doherty amplifier for a two-tone 

signal and a CDMA 2000 1FA signal

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  기존의 비 칭 도허티는 

서로 출력용량이 다른 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

증폭기와 보조증폭기의 입력신호의 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1:1로 입력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 분배기에 가변감쇄기가 필요하며 각 소자 간

의 상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 경로에 상변

환기를 사용하여야 함으로 비효율 이다. N-way 도

허티 증폭기의 경우에는 백오 량에 따라서 사용되

는 소자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6 dB 이상의 백

오 를 갖기 해서는 사용해야할 소자의 수가 증

가하게 된다. 3-way 도허티 증폭기의 경우, 주 증폭

기에 1개의 소자와 보조 증폭기에 2개의 소자가 필

요하기 때문에 증폭기 자체의 사이즈가 1/3 이상 증

가하고 3개의 소자에 입력신호를 달하기 해서 

사용되는 분배기는 격리도 때문에 2단 구조가 되어

서 체 증폭기의 크기가 2배로 증가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불균형 도허티 증폭기는 

두 개의 동일 소자만으로 백오  지 을 유연하게 조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능 인 측면에서는 비 칭 도허티 

증폭기와 유사하지만 구조 인 면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최 화가 용이하고 사이즈 인 측면에서 장 을 갖는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출력 백-오  구간을 7.24 d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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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킨 46 W  고출력 고효율 도허티 력증폭

기를 구 하 다. 백-오  구간의 확장시 고효율을 

얻기 해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에 동일한 소자

를 사용하고 주 증폭기 출력의 임피던스 변환회로

를 조 하는 불균형 도허티 력증폭기를 용하

다. 제안한 불균형 도허티 력증폭기는 기존의 비

칭 도허티 력증폭기와 유사한 성능을 얻으면서 

부가 인 회로를 일 수 있게 되었다. 측정결과, 

CDMA 2000 1x1FA 신호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7.24 

dB 출력 백-오 지 에서 38 %의 력부가효율을 

얻었으며 ACPR은 885 kHz 오 셋에서 -34 dBc를 

1.98 MHz 오 셋에서 -35.6 dBc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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