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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fabricated the 

Doherty power amplifier which operates at 2140 ㎒ by 

using MRF 21125 RF Power FET (Motorola Co.) 

and Teflon substrate (εr=2.55, H=0.76 ㎜, t=70 ㎛, 

tanδ=0.001). As a result, we obtained th improved 

efficiency and linearity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balanced amplifier.

Ⅰ.  서론

  WCDMA 기지국용 력 증폭기에 있어 높은 효율

과 선형성은 매우 요한 요소지만, 두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력 증폭기는 최 의 

력 효율을 얻기 하여 포화 역 근처에서 증폭기를 

동작시키면 비선형 특성에 의해 혼변조 신호가 발생하

고, 이러한 혼변조 신호가 원 신호에 근 하여 발생하

므로 필터로 제거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인  채 의 

신호에 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고출력 증폭기의 비

선형 특성  왜곡에 한 문제를 개선하기 하여, 

여러 가지 선형화 방법을 이용하여 선형성을 개선하고 

있다[1]. 하지만 선형성에 따른 혼변조가 기지국용 

력 증폭기의 활용에 큰 향을 미치므로 증폭기를 A

 는 AB 으로 동작시키기도 하나 이러한 방식은 

효율이 낮고 복잡하다는 단 이 있다. 한, 효율을 높

이기 해 LINC, EER, Chireix's outphasing 방식 등

을[2] 사용하면 효율은 개선되지만 기기 운용이 복잡

하다는 단 이 있다. 그러나 도허티 증폭기의 경우 복

잡하지 않으면서 효율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선형성도 

상당히 우수하다[3, 4]. 재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 함

에 따라 아날로그와의 목을 통해 선형성을 크게 개

선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목 시킬 

수 있는 도허티 증폭기가 최근 가장 큰 장 을 가진 

방식으로 부각되어 상용화를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CDMA용 기지국에 용할 수 있

는 도허티 력 증폭기를 설계․제작하여, 효율  선

형성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Ⅱ.  도 허 티  력  증 폭 기

2.1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 설계

  그림 1에 평형 증폭기와 도허티 증폭기 설계에 동일

하게 사용되는 주 증폭기를 나타내었다. 증폭기 동작

모드는 AB , 바이어스 조건은 VDD=28 V, IDQ=1600 

㎃ 로 하 다.

그림 1. 주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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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 보조 증폭기를 나타내었다. 증폭기 동작모

드는 도허티 증폭기의 경우 C , 바이어스 조건은 

VDD=28 V, IDQ=100 ㎂ 로 하 다.

그림 2. 보조 증폭기.

2.2 도허티 력 증폭기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허티 력 증폭기와의 특성 

비교를 하여 그림 3과 같은 평형 증폭기를 설계하

다. 평형 증폭기는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에 AB  

동작모드를 사용하여 구  하 다.

그림 3. 평형 증폭기

  그림 4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허티 증폭기의 회로

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입력부에 90° 하이 리드 커

러를 그리고 출력부에 90° Offset Line과 Trans- 

former Line을 채택하여 도허티 증폭기 회로에서 필요

로 하는 λ/4 지연선로를 체하 다.

그림 4. 제안한 도허티 증폭기

Ⅲ.  실험  결론

  주 증폭기, 보조 증폭기, 90° 하이 리드 커 러, 90° 

Offset Line과 Transformer Line, 평형 증폭기, 도허티 

력 증폭기 등은 모두 Ansoft Designer를 이용하여 

설계한 다음, 모의실험을 하 다. 특히,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는 Load-pull 기법과 Modulation 해석을 

통해 설계 값을 얻었으며, 90° 하이 리드 커 러, 90° 

Offset Line과 Transformer Line은 Planar EM 해석을 

통해 최 의 설계 값을 구하 다. 이 때, 트랜지스터는 

Motorola사의 RF Power FET인 MRF 21125 (출력: 

125 W, 이득: 13 dB)를 사용하 으며, 설계 주 수는 

2140 ㎒, 기 은 유 율 εr=2.55, 유 체 두께 H=0.76 

㎜, 동박 두께 t=70 ㎛, 유 체 손실 tanδ=0.001 인 

Teflon 기 을 사용하 다. 모의실험 결과, 설계된 평

형 증폭기와 도허티 력 증폭기의  , 이득, 효율 

그리고 ACPR 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특성비교

특  성 평형 증폭기 도허티 증폭기

  [dBm] 46.4 44.7

이득 [dB] 11.4 9.7

효율 [%] 12.1 24.0

ACPR [dB] -47.0 -52.2

  특히 은 입력 력이 35 dBm일 때 각각 46.4 

dBm, 44.7 dBm을 얻었으나, 측정 결과 48.8 dBm, 

40.1 dBm으로 나타나 평형 증폭기의 경우 5.2% 증가 

된 값을 얻었으나, 도허티 력 증폭기의 경우 10.3% 

감소된 결과를 얻었다.

  차후, 선형성이 향상된 보조 증폭기를 제작한 후, 선

형성 개선을 한 방법을 추가하면 보다 좋은 선형성 

 효율을 가진 력 증폭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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