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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고조파 임피던스를 갖는 출력 정합 회로를

이용한 GaN HEMT 전력증폭기의 설계

Design of a GaN HEMT Power Amplifier Using Output 
Matching Circuit with Arbitrary Harmonic Impedances

정해창․손범익*․이동현*․Abdul-Rahman Ahmed*․염경환*

Hae-Chang Jeong․Bom-Ik Son*․Dong-Hyun Lee*․
Abdul-Rahman Ahmed*․Kyung-Whan Yeo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고조파 임피던스를 갖는 출력 정합 회로를 이용한 GaN HEMT 전력증폭기의 설계를
보였다. 선정된 GaN HEMT 소자는 TriQuint사의 TGF2023-02이며, 전력증폭기 구성을 위하여 상용 패키지에 패
키징하였다. 패키지 입․출력 기준면에서 로드-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기본파에서는 최대 출력, 2차 및
3차 고조파에서는 최대 효율을 갖는 최적 임피던스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임피던스는 fixture에 의하여 임의의
고조파 임피던스를 보였으며, 이를 정합하기 위하여 4개의 전송선으로 구성된 출력 정합 회로를 제안하였다. 
최적 임피던스를 정합하기 위한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기각을 수학적으로 도출하였다. 제안된 출력 정합
회로를 PCB상에 구현하여 전력증폭기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전력증폭기는 54.6×40 mm2의 크기를 가지며, 2.5 
GHz에서 8 W 이상의 출력을 보이고, 8 W 출력에서 효율 55 % 이상, 그리고 2차 및 3차 고조파는 모두 35 dBc 
이상의 특성을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design of a GaN HEMT power amplifier using output matching circuit with arbitrary harmonic 
impedances is presented. The adopted GaN HEMT device, TGF2023-02 of TriQuint Semiconductor, was packaged in 
commercial package. The optimal impedances of the GaN HEMT package are extracted from load-pull simulation at 
package input and output reference planes. The targets of load-pull simulation are the highest output power at funda-
mental frequency and the highest efficiency at 2nd and 3rd harmonic frequencies. Because of fixture in the package, 
the extracted impedances shows arbitrary harmonic impedances. In order to match the optimal impedances, output mat-
chin circuit which has 4 transmission lines is presented. Characteristic impedances and electrical lengths of the trans-
mission lines are mathmatically calculated. The power amplfiier with 54.6×40 mm2 shows the output power of 8 W 
at the fundamental frequency of 2.5 GHz, the efficiency above 55 %, and harmonic suppression of above 35 dBc at 
the 2nd and the 3rd harmonics.

Key words : Power Amplifier, GaN HEMT, Load-Pull, Output Matching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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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력증폭기는 무선통신시스템의 송신부에 사용

되는 주요 부품으로, 민간통신시스템의 기지국용 전
력증폭기는 패키지된 전력 소자와 PCB(Printed Cir-
cuit Board)에 구성된 정합 회로를 결합시킨 HMIC 
(Hybrid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형태의 전력증
폭기 모듈을 주로 사용한다[1]～[3]. 
패키지된 전력소자를 이용한 전력증폭기 모듈의

설계는 패키지의 입․출력 기준면에서 최적 임피던

스를 도출하고, 도출된 최적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PCB상에 정합 회로를 구현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F급, F—1

급, J급과 같은 전력증폭기 설계의 경우, 소자 기준
면에서 특정 고조파 임피던스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4]. 이는 bare-chip을 사용하는 경우[5], 비교적 달
성이 용이하나, 패키지된 전력소자를 사용하는 경우
[6], 패키지 내부의 fixture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면 패키지 입․출력면에서 특정 급(class)의 전력증
폭기를 설계하기 어렵게 된다.
최근 발표된 패키지된 전력소자를 이용한 전력증

폭기의 설계는 특정 급의 설계에 국한하지 않고, 하
모닉 로드-풀을 이용하여 직접 패키지의 입․출력
기준면에서 고조파를 포함한 최적 임피던스를 도출

하고, 이를 정합하는 정합 회로를 설계하였다[7],[8].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력증폭기 설계에서는 패키지

내 fixture에 의하여, 패키지 입출력 기준면에서 임의
의 고조파 임피던스를 갖게 되며, 이러한 임의의 고
조파 임피던스를 정합할 수 있는 출력 정합 회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고조파 임피던스를 정합할

수있는출력정합회로구조를분석및제안하고, 이
를 이용한 GaN HEMT 전력증폭기의 설계를 보였다. 
이를 위하여 TriQuint사의 TGF2023-02[9] GaN HEMT 
소자를 상용 패키지에 패키징하고, 패키지의 입․출
력 기준면에서 최적 임피던스를 도출하기 위하여 소

프트웨어적으로 하모닉 로드-풀하였다. 이때 TriQu-
int사에서 제공하는 비선형 모델[10]과 HFSS를 통해
추출된 fixture의 S-파라미터를 결합하여 GaN HEMT 
패키지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로드-풀 시
뮬레이션하였다. 이때 기본파에서는 최대 출력, 2차

및 3차 고조파에서는 최대 효율을 갖는 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도출된 최적 임피던스는 임의의 값을
보였으며, 특히 2차 및 3차 고조파에서는 순허수의
값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도출된 최적 임피던스를
소자 입․출력 기준면으로 변환시켜 확인한 결과, 
잘 알려져 있는 B급, F급, F—1급 J급에 해당하지 않
는 임의의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를 보였다. 패
키지 입출력 기준면에서 도출된 임의의 값을 갖는

최적 임피던스를 정합하기 위하여, 기존의 F급 정합
회로[11]를 수정한 새로운 출력 정합 회로를 제안하였

다. 출력 정합 회로는 전송선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정합을 위해 사용되는 전송선의 수를 4개로 최소화
된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정합 회로를 구성하
는 전송선의 임피던스와 전기각을 수학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임의의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를 정
합할 경우, 기본파에서 정합 가능 영역을 분석하였
다. 제안된 출력 정합 회로를 이용하여 패키지된

GaN HEMT의 최적 임피던스에 정합하였다. 입력 및
정합 회로는 EM co-시뮬레이션을 거쳐 전송선의 치
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력증폭기를 제
작하였다. 제작된 전력증폭기는 54.6×40 mm2의 크기

를 가지며, 설계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주파수 2.5 
GHz에서 8 W 이상의 출력을 보이고, 8 W 출력에서
효율 55 % 이상, 그리고 2차 및 3차 고조파는 모두
35 dBc 이상의 특성을 보였다. 측정 결과는 GaN 
HEMT 패키지 모델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매우 유
사하였다.

Ⅱ. GaN HEMT 소자 선정 및 로드-풀

선정된 GaN 소자는 TriQuint사의 TGF2023-02[9]이

며, 설계 주파수인 2.5 GHz에서 최대 12 W의 출력을
제공한다.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참고문헌 [12]와
같은 방법으로 패키지 C580274C에 패키징하였다. 
이때 설계 기준면은 패키지의 입․출력면으로 설정

하였다. 
TGF2023-02 패키지의 최적 임피던스 도출을 위하

여 로드-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2(a)와 같이 입․출력 fixture의 S-파라미터를
HFSS로 도출하고, 이를 TGF2023-02의 비선형 모델
[10]과 연결하여 그림 2(b)와 같은 TGF2023-02 패키지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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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립된 TGF2023-02 소자
Fig. 1. The assembled TGF2023-02 chip.

(a)

(b)

그림 2. (a) Fixture 시뮬레이션 구조, (b) TGF2023-02 
패키지 모델

Fig. 2. (a) Structure for fixture simulation, (b) TGF2023- 
02 package model.

TGF2023-02 패키지 모델을 이용하여 로드-풀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력부 안정화 회로 설계
2) 기본파 소스-풀 및 로드-풀 시뮬레이션
3) 고조파 로드-풀 시뮬레이션

(a)

(b)

그림 3. (a) 도출된 최적 입․출력 임피던스, (b) 전력
특성

Fig. 3. (a) The extracted optimal input and output im-
pedances, (b) power characteristics.

우선 발진을 배제한 상태로 최적 임피던스를 도

출하기 위하여 입력부 안정화 회로를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안정화 회로를 반영하여 기본파에서 소스-풀
및 로드-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조파에서 로드-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3
차 고조파까지 확인하였다. 도출된 임피던스 값이

수렴하도록 2)와 3) 과정을 반복 수행하였다. 여기서
소스-풀은 최대 이득점을 기준으로 하며,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는 그 변화에 따라 전력 소자의 출

력 전력과 효율 변화가 0.1 dBm, 1 % 이하로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50 Ω으로 두었다.
그림 3(a)는 로드-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출된

최적 임피던스를 보인다. 로드-풀 시뮬레이션시 입
력 레벨은 25 dBm으로 설정하였다. 그림에서 나타
는 임피던스의 아래첨자 S와 L은 각각 소스와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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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며, 위첨자 P는 패키지 기준면임을 의미한
다. 그림 3(b)는 그림 3(a)의 최적 임피던스에서의 전
력 특성을 보인다. 입력 25 dBm에서 출력은 약 40 
dBm, 이득은 약 15 dB, 효율은 약 65 %를 보였다. 이
때 전력 특성은 입력 안정화 회로를 포함한 결과

이다.
그림 4는 기준면에 따른 로드 임피던스를 보였다. 

ZL
P는 패키지 기준면에서 정의된 임피던스이며, 그
림 3(a)에 보인 바와 같다. ZL

C는 소자면에서 정의된

임피던스로 그림 5(a)에 보인 기본파의 ZL
C로부터

TGF2023-02 소자의 병렬 Rds와 Cds를 구할 수 있으

며, Rds와 Cds는 각각 36.3 Ω, 1.12 pF으로 계산되었다. 
데이터시트상의 RP와 CP로부터 3 GHz에서 Rds와 Cds

를 31.72 Ω, 1.31 pF으로 얻을 수 있으며, 유사한 값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약간의 차이는 주파수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며, 추출된 병렬 Rds와 Cds

값이 적절하게 얻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5(b)는 Rds

에서 바라본 출력 임피던스를 보였다. 이때 스미스
차트는 Rds로 정규화 하였다. 기본파에서의 ZL

Rds는

스미스차트상의 원점에 위치하고, 2차 및 3차 고조
파에서의 ZL

Rds는 각각 단락과 개방 임피던스 근처에

근사하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이와 같이 도출된
최적 임피던스는 2차 및 3차의 고조파 임피던스는
순허수이기는 하지만, 잘 알려져 있는 B급, F급, F—1

급, J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2차 3차 고조파
임피던스를 보였다. 이는 F급의 출력 정합 임피던스
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되어지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로드-풀시, 설계하고자
하는 급(class)의 부하 임피던스를 갖도록 설정하고, 
기본파의 임피던스만을 로드-풀하게 되는데, 본 논
문에서와 같이 패키지 입․출력을 기준면으로 삼는

경우, 특정 급의 부하 임피던스를 정의하기 어렵게

그림 4. 기준면에 따른 임피던스 정의
Fig. 4. Impedances related to reference planes.

(a)

(b)

그림 5. (a) ZL
C, (b) ZL

Rds

Fig. 5. (a) ZL
C, (b) ZL

Rds.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절차를 통해 기본파, 2차 및 3차 고조파에서 로드-풀
을 수행하였으며, 4차 이상의 고조파 임피던스의 정
합은 정합 회로의 복잡도를 높이기 때문에, 4차 이
상의 고조파는 무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자 기준
면에서 특정한 리액턴스를 갖는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Ⅲ. 전력증폭기 설계

3-1 출력 정합 회로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출력 정합 회로
구조이다. 출력 정합 회로는 4개의 전송선 l1, l2, l3, 
l4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구조이다. 각각의 전송선
은 선로 임피던스 Z1, Z2, Z3, Z4와 전기각 e1, e2,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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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출력 정합 회로
Fig. 6. Output matching circuit.

(a)

(b)

(c)

그림 7. (a) 2차 고조파, (b) 3차 고조파, (c) 기본파에
서의 출력 정합 회로

Fig. 7. Output matching circuit at (a) 2nd harmonic, (b) 
3rd harmonic, (c) fundamental frequencies.

e4로 표현된다. 특히 l2의 경우, 기본파에서 λ/4의 길
이를 갖고 종단은 단락되어 있으며, l3의 경우, 기본
파에서 λ/12의 길이를 갖고 종단은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l2는 2차 고조파에서 단락, l3는 3차 고조파에
서 단락 임피던스를 주게 되어, 2차 및 3차 고조파에
서 null이 발생시키는, 2차 및 3차 고조파 trap으로 동
작하게 된다. 그리고 l2는 기본파에서 개방 임피던스

를 주기 때문에, 단락 종단을 커패시터로 구현할 경
우, DC 바이어스 회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l2는

3차 고조파에서도 개방 임피던스를 주어, 기본파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때 l2

의 선로 임피던스 Z2는 기본파,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며, 대역폭 조정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 가능하다. 그림 7(a)는 2차

고조파에서 등가된 정합 회로를 보인다. 전송선 l2가

단락 임피던스를 주기 때문에, 단락된 종단을 갖는
전송선 l1으로 간략화 된다. 2차 고조파에서는 입력
임피던스 Zin|2f0는 리액턴스 X2만을 갖기 때문에 l1의

Z1과 e1의 조정을 통해 정합 가능하다. 이때, 리액턴
스 X2의 부호에 관계없이 정합 가능하게 된다. 2차
고조파에서 입력임피던스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e1에 대해 정리하면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tan (1)

  


tan

  (2)
 

여기서 Z1과 e1은 여러 쌍의 해가 존재한다. 그림
7(b)는 3차 고조파에서 등가된 정합 회로를 보인다. 
전송선 l2가 개방 임피던스를 주고, 전송선 l3가 단락
임피던스를 주기 때문에, 전송선 l1과 단락된 종단을

갖는 전송선 l4로 간략화 된다. 3차 고조파에서는 입
력 임피던스 Zin|3f0는 리액턴스 X3만을 갖기 때문에 l1
의 Z1과 e1, l4의 Z4와 e4의 조정을 통해 정합 가능하

다. 이때, 리액턴스 의 부호에 관계없이 정합 가

능하게 된다. 3차 고조파에서의 정합 회로의 해석은
계산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l1과 l4를 분리한 후 각각

의 전송선을 바라본 임피던스 ZA|3f0와 ZB|3f0가 conju-
gate 관계를 임을 가지고 해석하였다.


  

tan


  tan

(3)
 


 tan (4)

  


tan

  tan

  tan  (5)
 
결국, 3차 고조파에서 e4에 대해 정리하면 식 (5)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Z4와 e4는 여러 쌍의

해가 존재하게 된다. 그림 7(c)는 기본파에서 등가된
정합 회로를 보인다. 전송선 l2가 개방 임피던스를
주고, 전송선 l3는 리액턴스 값을 보이게 된다. 따라
서 기준 임피던스 Z0와 전송선 l3가 병결 연결된 임

피던스 ZxL로 종단된 전송선 l4와 전송선 l1으로 나타
낼 수 있다. 기본파에서는 입력 임피던스 Zin|f0가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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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ance 값과 reactance 값을 가지고 있으며, ZxL 또한
resistance 값 A와 reactance 값 B를 갖기 때문에 특정
한 범위 내에서 정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
본파에서의 해석은 3차 고조파에서의 해석과 마찬
가지로 계산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l1과 l4를 분리한

후 각각의 전송선을 바라본 임피던스 ZC|f0와 ZD|f0가

conjugate 관계임을 가지고 해석하였다. 우선 기준

임피던스 Z0와 전송선 l3가 병결 연결된 임피던스 ZxL

은 식 (6)과 식 (7)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ZC|f0와 ZD|f0

로부터 식 (8)로 정리할 수 있다.

   cot║ (6)
 

  cot

cot  , 

  cot

cot  (7)
 

  
tan

 
  tan

  tan

 tan 


(8)
 
결국, 임의의 Z3를 결정할 경우, A와 B의 값이 정

해지게 된다. 정해진 A와 B로부터 ZD|f0에 대해 실수

부와 허수부를 분리하여 계산하고, 식 (2)와 식 (5)를
계산할 경우 Z1, Z4, e1, e4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
나 이러한 수식계산은 Z1, Z4, e1, e4에 대해 정리하기

상당히 까다로우며, 상당한 난이도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직접 해를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최적 임피
던스 값에 따른 임피던스 정합 가능 영역을 확인하

고, 적절한 초기 값의 제시할 수 있도록 ADS를 이용
하여 출력 정합 회로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림 8은 정합 가능 영역 확인을 위한 출력 정합

회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2차 및 3차 고조파 리액
턴스는 각각 —500 Ω, —300 Ω으로 설정하고, 전송
선의 임피던스 Z1, Z3, Z4를 Sweep하였다. 이때 전송
선으로의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Sweep 범위는 15 
～90 Ω으로 설정하였다. 15～90 Ω의 경우, |Γ|는 약
0.65～0.98의 정합 가능 영역을 보이고, 5～90 Ω의

경우, |Γ|는 약 0.92～0.98으로 넓어진 정합 가능 영
역을 갖게 된다. 전송선의 구현과 정합 임피던스를

그림 8. 기본파 정합 가능 영역(15 Ω<Z1, Z3, Z4<90 Ω)
Fig. 8. Available fundamental freqeuncy matching region 

(15 Ω<Z1, Z3, Z4<90 Ω).

고려하여 본 논문의 정합 회로가 적합한지 판단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설정한 바와 같이 2차 및 3차
고조파 리액턴스는 각각 —500 Ω, —300 Ω으로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합 가능 영역은 스미스차
트 내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합 가능 영역 내에 기본파에서의 최적 임피던스가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출력 정
합 회로를 이용할 경우, 본 논문에서 설정한 기본파,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를 정합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의의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
던스의 경우, 기본파에서의 정합 가능 영역이 일부
제한적이며, 이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정합 회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출력 정합 회로는 Z2와 Z3를

조정하여 대역폭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림 9(a)는 Z2 값에 따른 대역폭 변화를 보였다. 이때
포트 1은 기본파 최적 임피던스의 conjugate인 22.1 
+j10.4 Ω으로 설정하였다. Z2는 15 Ω, 52.5 Ω, 90 Ω으
로 sweep하였으며, Z2의 변화에 따라 나머지 전송선

의 파라미터 값은 영향이 없게 된다. 그림 9(a)에서
와 같이 기본파 근처 대역의 대역폭과 2차 고조파
trap 대역폭에 변화에 기여가 있으며, Z2이 클수록 기

본파 대역이 넓어지는 반면, 2차 고조파 trap 대역폭
은 좁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송선 l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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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a) Z2 값에 따른 주파수 특성, (b) Z3 값에 따
른 주파수 특성

Fig. 9. Frequency characteristic related to (a) Z2 and (b) 
Z3.

들여다본 임피던스가 Z2이 클수록 기본파 대역에서

는 큰 개방 임피던스를 주게 되고, 2차 고조파 trap 

그림 10. 전력증폭기 회로도
Fig. 10. Power amplifier circuit.

대역폭에서는 작은 단락 임피던스를 주어, 주파수에
따른 전기각에 의해 나타나는 임피던스 변화가 기본

파에서는 둔감해지게, 2차 고조파에서는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9(b)는 Z3 값
에 따른 대역폭 변화를 보였다. Z3는 30 Ω, 50 Ω, 70 
Ω으로 sweep하였으며, Z3의 변화에 따라 L2 전송선
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선의 파라미터는 영향을 받게

되어 값에 변화가 있게 된다. 그림 9(b)에서와 같이
기본파 근처 대역의 대역폭과 2차 고조파 trap 대역
폭에 변화에 기여가 있다. Z3가 클수록 기본파 대역

이 조금씩 넓어지게 되는 반면, 2차 및 3차 고조파
trap 대역폭은 좁아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출력 정합 회로는 4개의 전송

선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로, 기본파 및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의 정합이 가능하며, 전송선의 임피
던스를 조정하여 대역폭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정합 회로를 구성하는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가 매우 작을 경우 구현이 어려워 정

합가능영역에 제한이 되며, 전송선의 특성상 낮은
주파수에서 크기가 커질 우려가 있다. 

3-2 전력증폭기 설계

그림 10은 최적 입․출력 임피던스를 구현하는

정합 회로가 구성된 전체 증폭기 회로를 보인다. 그
림 10에서 커패시터 CB는 bypass 및 DC block 커패시
터이다. RB와 Ri는 안정화 저항으로, 앞서 로드-풀 절
차에서 언급한 입력 측의 안정화 회로와 동일하다. 
게이트의 DC 전압은 저항 RB를 통하여 공급하였다. 
입력 정합 회로는 L-형으로 커패시터 Ci 및 Li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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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합 회로 초기값
Table 1. Initial values of matching circuit components.

입력

RB Ri

100 Ω 5.6 Ω
Ci Li

2.48 0.14

출력

l1 l2
Z1 e1 Z2 e2

19.4 Ω 46.1° 50 Ω 90°
l3 l4

Z3 e3 Z4 e4

50 Ω 30 ° 48.3 Ω 52.8°

공통
CB

100 pF

(a) 임피던스
(a) Impedance

(b) 주파수 특성
(b) Frequency response

그림 11. 출력 정합 회로 특성 시뮬레이션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s of output matching circuit cha-

racteristics.

현하였다. 출력 정합 회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출

력 정합 회로를 이용하였다. 이때 l2은 bypass 커패시
터로 종단을 단락시켰으며, 드레인 DC 전압은 전송
선 l2를 통해 공급하였다. 표 1에 입력 및 출력 정합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들의 초기 값을 정리하였으며, 
그림 11에 출력 정합 회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였
다. 그림 11(a)는 패키지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입력 임
피던스를 보인다. 포트 임피던스를 50 Ω으로 하여

도시하였으며, 중심주파수 2.5 GHz에서 22.1—j10.4 
Ω, 5 GHz에서 —j500 Ω, 7.5 GHz에서 —j300 Ω의 임
피던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임피던스
는 그림 3(a)에 보인 최적 출력 임피던스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1(b)는 출력 정합 회로 전달
특성을 보인다. 포트 1의 임피던스는 기본파에서의
최적 출력 임피던스로 설정하였다. 반사계수로부터
2.5 GHz 대역에서 정합이 잘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2～3 GHz 대역에서 —15 dB 이하의 반사 손실
을 보이고 있으며, 이때의 삽입 손실은 약 0 dB를 보
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차 및 3차 고조
파 trap으로 인하여 5 GHz 대역 및 7.5 GHz 대역에서

(a)

(b)

그림 12. (a) 전력증폭기 layout, (b) 확대된 입력부
Fig. 12. (a) Layout of power amplifier, (b) the mag-

nified inpu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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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차단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a)는 그림 10에 보인 증폭기 회로의 layout

을 보인다. 출력 정합 회로의 전송선 임피던스가 약
20 Ω 정도로 작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폭을 갖는 전
송선으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두께가 얇은 기판을 사

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기판은 Rogers사의 RO4003C
이다. 기판의 유전율은 3.66이며, 두께는 12 mil, 1/ 
2oz 기판을 사용하였다. 그림 12(b)는 확대된 입력부
layout을 보인다. 그림 10의 입력 정합을 위한 Li는

그 값이 작아 짧은 길이의 패턴으로 구현되었으며, 
RB, Ri, Ci는 1005 size의 칩 저항과 커패시터를 사용
하였다. 입력부의 DC 블록으로 사용된 커패시터 CB

는 ATC사의 광대역 100 nF 커패시터를 사용하였다.
입․출력 정합 회로는 EM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

종 치수를 결정하였다. 입력 및 출력의 시뮬레이션
기준면은 패키지 입․출력 및 커넥터 입력 단자로

설정하였다. 기판과 도체에는 각각 loss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또한, 칩 소자가 연결되는 부분
을 포트를 삽입하여 EM co-시뮬레이션하였다.

Ⅳ. 전력증폭기 제작 및 측정

4-1 전력증폭기 제작

그림 13은제작된전력증폭기모듈을보인다. TGF-
2023-02 패키지와 입력 및 출력 정합 회로가 측정 지
그에 조립되었으며, 입출력에 커넥터가 연결되었다. 
측정 지그는 방열판에 부착되어 전력 소자로부터 발

생하는 열을 방출시켰다. 이때 패키지와 측정 지그, 
측정 지그와 방열판 사이에는 원활한 열 방출을 위

하여 전도성 thermal grease를 사용하였다. 그림 14에
는 출력 정합 회로를 측정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14(a)는 출력 정합 회로의 임피던스를 보였다. 50 Ω
부하 상태에서 관찰한 임피던스이며, 2.5 GHz에서
25.8—j6.3 Ω, 2차 및 3차 고조파에서는 각각 86.7—
j4.0 Ω 및 65.5—j100.0 Ω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5 
GHz에서의 임피던스는 최적 출력임피던스인 22.1—
j10.4 Ω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2차 및 3차 고조파에
서는 스미스차트 안쪽으로 임피던스가 나타났다. 이
는 2차 고조파 trap을 위하여 전송선을 단락시키

기 위한 bypass 커패시터 100 pF의 손실로 인한 것으

로 사료된다. 이 손실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 결
과, 약 2～4 Ω 정도의 기생 저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 손실 커패시터를 사용했을 경
우, 그림 14(a)에 나타난 점선과 스미스차트 외곽과
교차하는 지점의 임피던스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교차점에서의 임피던스는 최적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인 —j500 Ω 및 j300 Ω 근처에 위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약간의 오차는 PCB 제작오차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4(b)는 측정된 출력 정합 회
로의 S-파라미터이다. 이때 포트 임피던스는 입력

최적 임피던스의 켤레인 22.1+j10.4 Ω으로 두고 확인
하였다. 2.5 GHz 대역에서 —15 dB 이하의 반사 손
실, 약 —0.4 dB의 삽입 손실을 보이고, 2차 및 3차
고조파에서는 삽입 손실로부터 —20 dBc 이상의 고
조파 억압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a)는 제작된 전력증폭기의 S-파라미터 측

정 결과이다. 이때 입․출력 전력은 —10 dBm으로
설정하였고, 게이트 바이어스는 —3.73 V, 드레인 바
이어스는 28 V, 250 mA로 설정하였다. 2.5 GHz에서
의 소신호 이득은 약 15 dB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b)에는 제작된 증폭기의 입․출력 특성과 효율을
보였다. 2.5 GHz에서 출력은 39 dBm 이상이 출력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 56.7 %의 효율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b)에 보인 로드-풀 결과로부
터 얻어진 전력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그림 13. 제작된 전력증폭기
Fig. 13. The fabricated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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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피던스
(a) Impedance

(b) 주파수 특성
(b) Frequency response

그림 14. 출력 정합 회로 특성 측정 결과
Fig. 14. Measurement results of output matching circuit 

characteristics.

알 수 있다. 다소 출력 및 효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합 회로가 갖는 손실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

다. 그림 16에는 주파수 2～8 GHz에서의 출력 스펙
트럼을 보였다. 설계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2차 및
3차 고조파가 35 dBc 이상 억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력증폭기 모듈의 성능을 표 2에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출력 전력 8 W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는 전력증폭기의 성능을 데이터 시트와 비

교하였다. 데이터 시트에는 최대 전력과최대 효율이 
나타나도록 각각 조정되었을 때의 성능이 나타나 있

다. 본 논문의 설계주파수와 유사한 3 GHz에서의 성
능을 비교하면, 입력 및 출력 정합 회로의 손실을 고
려했을 때, 설계된 전력증폭기 모듈은 TGF2023-02 
소자가 갖는 성능을 대부분 도출했음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15. (a) S-파라미터, (b) 전력 특성
Fig. 15. (a) S-parameter, (b) power characteristics.

그림 16. 출력 스펙트럼
Fig. 16. Output spectrum.

표 4에는 전력증폭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논
문과 동일한 TGF2023-02 소자를 이용한 전력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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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력증폭기 성능
Table 2. Power amplifier performance.

구분 Unit Value
Frequency GHz 2.5
Pout(@ Pin=25 dBm) dBm 39.4
Pin dBm 25
Power_Gain dB 14.3
Small_Sig. Gain dB 15
P1dB dBm 39
PAE at Pout  % 56.7
Idrive(RF 입력시 전류) mA 530
Idq(RF 무입력시 전류) mA 250
Bias V Vd=28, Vg=—3.73
Size mm2 54.6×40

표 3. 데이터시트와 성능 비교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with datasheet.

구분 Saturated Pout PAE Power gain

Data
sheet 
(@3 
GHz)

Power 
tuned 41 dBm 58 % 18.1 dB

Efficiency 
tuned 39.7 dBm 64 % 17.4 dB

This work 
(@2.5 GHz)

(@Pin=26.8 dBm)
40.2 dBm 61 % 13.5 dB 

비고

(정합 회로 손실)
출력

0.45 dB
입력

4.27 dB

표 4. 전력증폭기 성능 비교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power amplifiers.

Ref. Freq.
[GHz]

Pout

[dBm]
PAE
(%)

Drain
supply Substrate Chip

[5] 2.5 37 55 28 V Al2O3 TGF2023-01
[6] 1.2 36.3 79 26 V PCB MRF281Z
[12] 2.5 39.2 37 28 V SAAO TGF2023-02
[13] 2.14 39.2 84 34 V PCB TGF2023-02
[14] 3.5 38.7 80 34 V PCB TGF2023-02
This
work 2.5 39.4 56.7 28 V PCB TGF2023-02

[13],[14]와 비교할 경우, 본 논문의 전력증폭기는 드레
인 전압을 28 V로 설정했음에도 출력 전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율은 약 25 % 정
도 낮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최적 효율을 보이는

드레인 전압을 설정하고 최대 효율점에 정합한다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riQuint사의 TGF2023-02 GaN HE-
MT 소자를 상용 패키지에 패키징하고, 소자의 비선
형 모델과 fixture의 S-파라미터를 결합하여 GaN HE-
MT 패키지 모델을 구성하였다. 패키지 기준면에서
GaN HEMT 패키지 모델을 3차 고조파까지 로드-풀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때 기본파는 최대 출력, 2차 및
3차 고조파에서는 최대 효율을 목표로 로드-풀하였
다. 도출된 최적 임피던스는 fixture에 의하여 임의의
값을 보였으며, 이를 정합하기 위하여 새로운 출력
정합 회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정합 회로는 4개의
전송선으로 구성하였다. 정합 회로를 구성하는 전송
선의 임피던스와 전기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임의의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를 정합할 경
우, 기본파에서 정합 가능하였다. 제안된 출력 정합
회로를 이용하여 패키지된 GaN HEMT의 최적 임피
던스에 정합하였다. 입력 및 정합 회로는 EM co-시
뮬레이션을 거쳐 전송선의 치수를 결정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전력증폭기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전력
증폭기는 54.6×40 mm2의 크기를 가지며, 주파수 2.5 
GHz에서 8 W 이상의 출력을 보이고, 효율 55 % 이
상, 2차 및 3차 고조파 억압은 35 dBc 이상의 특성을
보였다. 측정 결과는 GaN HEMT 패키지 모델로 시
뮬레이션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본 논문의 정
합 회로는 구조가 단순하고 대역폭 조정이 용이

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
스에 따라 기본파에서 정합 가능한 임피던스 영역이

차이가 있고,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 선정에 따라
정합 가능한 임피던스 영역이 제한되므로 설계시 유

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개선될 사항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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