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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bias network on the performance of the W-band power amplifier(PA) was investigated. The 

performances of the typical RC and radial stub networks were examined, and a hybrid network was proposed for

W-band application and its performance was confirmed. To verify this, a W-band PA was designed using a 60-nm 

GaN pHEMT process. When hybrid networks were applied, the PA had improved stability in all frequency bands,

secured about 9 dB of power gain at operating frequencies 87 GHz to 93 GHz, and the maximum PAE was found 

to be about 12.3% at output power of 26.7 dB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바이어스 네트워크가 W 대역 전력증폭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였다. 기존의 RC 및 방사형 스터브 네트

워크의 성능을 살펴보고, W 대역 적용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그 성능을 확인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60-nm GaN pHEMT 공정을 이용하여 W 대역 전력증폭기를 설계하였다.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적용 할 경우 전력증폭기는 전

주파수 대역에서 안정도가 개선되었으며, 동작 주파수 87 GHz부터 93 GHz에서 전력이득 약 9 dB를 확보하였으며, 최고 PAE는

출력전력 26.7 dBm에서 약 12.3%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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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무선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밀리미터

파 대역을 넘어 THz 대역에서 동작 하는 집적회로 설계 

기술 역시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다[1-4]. 특히 W 대역

의 경우, 국방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W 대역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송수신부의 

핵심 회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특히 높은 출력전력 특

성이 요구 되는 전력증폭기 W 대역 송신부의 성능을 결

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다[5, 6].

전력증폭기의 경우, 고주파 회로 중 가장 높은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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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Typical bias networks: (a) RC network and 

(b) radial stub network.

그림 1. 일반적인 바이어스 네트워크: (a) RC 네트워크, 

(b) 방사형 스터브 네트워크

다루는 관계로, 정합 회로 및 바이어스 네트워크에 민감

한 성능 열화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합 회로의 경

우, 전력증폭기를 구성하는 전력증폭단의 출력부는 전력 

정합(power matching) 기술을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 

전력 결합기를 포함 할 수 있다. 바이어스 네트워크의 경

우, 동작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력증폭기의 전체 성능

에 미치는 형향이 증가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W 대역의 높은 동작 주파수를 고려하여 

바이어스 네트워크가 안정화 된 60-nm GaN pHEMT 

기반의 W 대역 전력증폭기의 설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Ⅱ. 전력증폭기를 위한 바이어스 네트워크

1. RC 네트워크

RC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GHz 대역의 전력증폭기에

서 주로 사용되며, 그림 1(a)에서와 같이, 저항과 캐패시

터를 집중소자(lumped element) 의 형태로 활용한다. 

전력증폭기의 바이어스 전압 인가를 위한 RC 네트워크

는 집중소자를 사용하는 관계로, 전체 집적회로의 면적

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RF 네트워크의 경우, 집중 소자로 구성되는 

캐패시터 및 연결 선로 등에 의한 기생 성분 등으로 인

하여 W 대역과 같이 높은 동작주파수를 가지는 전력증

폭기에 직접적으로 적용 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방사형 스터브 (Radial Stub) 네트워크

RC 네트워크와는 달리 높은 동작 주파수에 적합 하게 

개발 된 바이어스 네트워크의 형태는 그림 1(b)에서 보

인 방사형 스터브이다. 이와 같은 방사형 스터브는 일반

적으로 Ka 대역 이상의 동작 주파수를 가지는 전력증폭

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이어스 네트워크이며, 넓은 면

적의 방사형 금속 패턴에서 발생하는 기생 캐패시턴스 

성분을 활용 한다.

하지만, 방사형 스터브의 경우, RC 네트워크와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낮은 캐패시턴스 값을 가지는 관계로, 상

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ac 접지의 형성이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Fig. 2. Hybrid network.

그림 2.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3. 제안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는 앞서 기술한 기존의 RC 및 방사형 스

터브 네트워크의 장점을 취하여 W 대역 전력증폭기에 

적합한 바이어스 네크워크로서, 그림 2와 같이 하이브리

드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는 바이어스 전압이 인

가되는 패드(pad)와 전력증폭기 중심(core) 회로 사이에 

위치한다. 이때, 방사형 스터브는 중심 회로에 인접하게 

위치 시켜 동작 주파수인 W 대역에서의 ac 접지가 우선

적으로 형성 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RC 네트워크는 바

이어스 전압 패드와 방사형 스터브 사이에 위치하여, 방

사형 스터브가 제공 할 수 없는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ac 접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는 전력증폭기의 바이어스 네

트워크에서 동작주파수인 W 대역 뿐만 아니라 이보다 

낮은 주파수 영역의 고주파 성분의 ac 접지를 효과적으

로 제공 한다.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의 효용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60-nm GaN pHEMT 공정을 이용하

여 바이어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성능을 확인 하였다. 

이때, 바이어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연결 선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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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ability factor of designed power amplifier.

그림 5. 설계된 전력증폭기의 안정도 지수

방사형 스터브의 특성은 EM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 

하였다. 

(a)

(b)

Fig. 3. S-parameters of bias networks: (a) S21, (b) S11.

그림 3. 바이어스 네트워크의 S-parameter: (a) S21, (b) S11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RC 네트워크

의 경우, 10.6 GHz 부터 68.9 GHz 대역에서 -20 dB 

이하의 S21 값을 보였으나 이보다 동작 주파수가 높아 질 

경우 바이어스 네트워크로서의 성능이 열화 됨을 알 수 

있다. 방사형 스터브 네트워크의 경우, 78.6 GHz부터 

98.3 GHz 대역에서 –20 dB 이하의 S21 값을 보였으나, 

이보다 동작 주파수가 낮아 질 경우 바이어스 네트워크

로서의 성능이 급격하게 열화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제

안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의 경우 RC 네트워크 및 방

사형 스터브 네트워크의 활용 가능 주파수 범위 모두를 

포함하는 9.4 GHz이상의 대역 -20 dB 이하의 S21 값

을 보였다. 여기서 10 GHz 이하의 대역은 집적회로 외

부의 PCB 상에서의 캐패시터를 통하여 ac 접지를 확보 

하였다.

추가적으로 그림 3에서 보인 각 바이어스 네트워크의 

S11 결과는 동작 주파수 73 GHz부터 100 GHz 범위에

서 RC 네트워크, 방사형 스터브 네트워크 및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는 각각 -5.99 dB, -0.56 dB 및 -0.33 dB 이

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S11으로 살펴본 하이브리드 네

트워크가 73 GHz부터 100 GHz 범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Fig. 4. Schematic of designed W-band power amplifier.

그림 4. 설계된 W 대역 전력증폭기의 회로도

Ⅲ. 하이브리드 네트워크가 적용된 전력증폭기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의 W 대역 전력증

폭기 적용 효용성 검증을 위하여, 60-nm GaN pHEMT 

기반의 W 대역 전력증폭기를 설계 하였다. 높은 동작주

파수를 고려할 때, 전력이득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그림 4와 같이 3단(3 stage) 구조를 채택하였으

며, 기판을 관통하는 Through hole via가 제공 되는 공

정을 활용하여 Single-ended 구조를 채택하였다. 전원

전압 VDD는 6.0 V를 사용하였으며,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은 -0.8 V를 사용하였다. 전원전압 인가를 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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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스 네트워크에 사용된 소자 값은 그림 2와 동일하

며, 게이트 바이어스를 위한 네트워크의 경우, 전원전압

을 위한 네트워크와 유사하나, 최적화 과정에서 구체적

인 소자 값이 변경 되었다.

Fig. 6. Layout of designed power amplifier.

그림 6. 설계된 전력증폭기의 레이아웃

그림 5에서는 설계한 전력증폭기에 바이어스 네트워크

를 적용하여 안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그림 5에서와 보

인 바와 같이 바이어스 네트워크를 적용 하지 않은 경우

와 RC 네트워크 및 방사형 스터브 네트워크의 경우는 

stability factor가 1 이하가 되는 주파수 영역이 존재 

한다. 반면,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의 경우 100 GHz의 주

파수 영역까지 stability factor가 34 이상으로 형성되

어 ‘무조건 안정’ 요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Fig. 7. S-parameter of designed power amplifier.

그림 7. 설계된 전력증폭기의 S-parameter

하이브리드 바이어스 네트워크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설계된 전력증폭기의 레이아웃을 그림 6에서 보였으며, 

전체 집적회로의 크기는 가로 2.95 mm 및 세로 1.98 

mm이다. 이를 바탕으로 EM 시뮬레이션이 반영된 전력

증폭기 전체의 S-parameter를 그림 7에서 보였다. 

(a)

(b)

Fig. 8. Large signal characteristics of designed power 

amplifier: (a) gain, (b) PAE.

그림 8. 설계된 전력증폭기의 대신호 특성: (a) 이득, (b) PAE

그림 8은 설계된 전력증폭기의 출력전력에 따른 전력 

이득 및 power-added efficiency(PAE)를 보인 것이

다. 전력이득의 경우 동작 주파수 87 GHz부터 93 GHz 

까지 약 9 dB로 확인 되었으며, 최고 PAE는 출력전력 

26.7 dBm에서 약 12.3%로 확인 되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60-nm GaN pHEMT 공정을 사용한 

W 대역 전력증폭기를 설계에 있어 바이어스 네트워크의 

형태에 따른 성능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력증폭기에서 사용하는 RC 네트워크 및 방사형 스터

브 네트워크의 성능을 확인 하고 기존의 두 바이어스 네

트워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바이어스 네트워크를 구성 

하였다. 구성된 하이브리드 바이어스 네트워크를 W 대

역 전력증폭기에 적용하여 안정도를 확보하였다. 설계된 

전력증폭기는 동작 주파수 87 GHz부터 93 GHz에서 전

력이득 약 9 dB를 확보하였으며, 최고 PAE는 출력전력 

26.7 dBm에서 약 12.3%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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