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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재구성 가능한 스위칭 매트릭스와 위상 및 진폭 에러 보정회로를 포함하는 새로운 구조의 4×4 다중
포트 증폭(MPA)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재구성 스위칭 매트릭스는 MPA 시스템의 입출력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회로로 사용되며, 스위칭 매트릭스의 스위치 모드 조절을 통해 신호의 증폭에 사용될 증폭기의 개수 및 신호의 출력
방향, 출력 크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MPA 시스템은 증폭기간의 위상 및 이득 오차를 최소화하
기 위한 보정 회로를 포함하여, 각각의 신호 경로에 이상적인 위상 및 진폭 밸런스를 만들 수 있기에 MPA 최종 출력단의
포트간 격리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ew 4×4 multi-port amplifier(MPA) structure using reconfigurable switching matrices as input and output hybrid 
matrices(IHM, OHM), and phase/amplitude error calibration circuits. According to the mode selection of the switches, output power 
can be flexibly and effectively managed since the number of PA’s to be used and the number of output port to distribute/combine 
amplified signals can be controlled. In addition, the proposed structure contains the phase and amplitude error calibration block that 
helps produce identical amplitudes and desired phase differences to the 4×4 OHM, resulting in optimizing the port-to-port isolation of 
the MPA system.

Key words: Multiport Amplifier(MPA), Reconfigurable Switching Matrix, MPA Calibration, Reconfigurable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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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위성통신 시스템에서는 안테나의 빔 커버리지

(coverage) 내에서 시스템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인 전력 분배 및 결합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중 빔

(multi-beam) 안테나를 많이 적용하고 있다[1]～[3]. 그림 1(a)
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다중 빔 안테나 시스템의 전치단

은 각 안테나에 전력증폭기가 연결되는 구조로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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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인 다중 빔 전치단 구조
(a) Conventional muti-beam front-end architecture 

(b) MPA를 기반으로 한 다중 빔 전치단 구조
(b) MPA-based muti-beam front-end architecture 

그림 1. 일반적인 다중 빔 전치단 구조와 MPA를 이용한
다중 빔 전치단 구조

Fig. 1. Muti-beam generation by conventional and MPA ar-
chitectures.

 
있다. 하지만, 기존 구조는 전치단에 연결된 다수의 전력
증폭기(High Power Amplifier: HPA)가 개별적으로 각각의
빔을 형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력 증폭기가 동작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안테나의 빔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4]. 또한, 시스템 상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개별
빔 형성 능력은 전적으로 각 빔에 할당된 개별 HPA에 의
해 증폭된 신호의 크기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에, MPA는 증폭기의 입력과 출력 쪽에 파워 분배

기 및 결합기가 어레이 형식으로 연결되어 입력 신호를

다수의 증폭기로 나누어 증폭시킨 후, 증폭된 신호를 다
시 특정 출력 포트로 재결합시켜 출력하는 구조이다. 그
림 1(b)에서와 같이 각각의 개별 빔들은 다수의 증폭기를
공유해서 빔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보다 파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5],[6]. 하지만, MPA는 입
력과 출력 쪽에 수동 소자들로 이루어진 입력 하이브리

그림 2. 하나의 입력에 대한 일반적인 MPA의 동작
Fig. 2. Conventional MPA operation for a single input.
 
드 매트릭스(Input Hybrid Matrix: IHM)와 출력 하이브리
드 매트릭스(Output Hybrid Matrix: OHM)를 사용하기 때
문에 각각의 입력은 고정된 출력 포트만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매트릭스 상에서 출력 신호의 정확한
결합을 위해서는 각각의 신호 경로에서의 신호 크기와

위상이 그림 2와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그림 2에서
각각의 화살표들의 방향은 상대적인 위상의 방향을 나타

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정된 입출력 관계를 갖는 기

존의 MPA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여서, 유동적으로 입출
력 관계를 변환시키며, 출력 파워의 분배 또한 원하는 대
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칭 매트릭스를 제안하여, 시스템
전체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각각의
증폭단의 신호 경로에서의 밸런스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위상 및 진폭 에러를 보정하는 보정회로를 포함하여 출

력포트의격리도(isolation) 특성을높이는구조를제안한다.

Ⅱ. 재구성 스위칭 매트릭스 

기존의 MPA는 일반적으로 설계 및 제작이 간단한

Butler 매트릭스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수동소자인 3- 
dB 커플러를 일반적인 Butler 매트릭스 형식으로 연결하
면 신호의 흐름이 고정되어 지기 때문에 입출력 관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없다. 즉, 입출력 매트릭스를 통해
여러 개의 PA들을 공유하는 MPA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PA가 fail(기능 상실)될경우 혹은여러 흐름의배열중 하
나의 신호 경로가 fail이 될 경우, 신호의 원활한 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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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4×4 재구성 스위칭 매트릭스
Fig. 3. Proposed 4×4 reconfigurable switching matrix.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저

하되는 단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Butler 매트릭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스템 전체의 유연
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트릭스의 신호 분

배 및 입출력 포트 선택도에 있어서 높은 유연성과 자유

도를 갖는 재구성 스위칭 매트릭스를 그림 3과 같이 제안
한다.
기존의 4×4 Butler 매트릭스에서 4개의 3-dB 커플러를

각각 연결하는 것과는 달리, 제안하는 4×4 재구성 스위칭
매트릭스에서는 총 8개의 3-dB 커플러와 8개의 SP4T 스
위치가 사용되어진다. 각각의 스위치는 개방(open), 단락
(short), +j25, —j25의 임피던스와 연결되어, 선택되는 임
피던스에 따라 신호의 흐름이 변화하게 된다[7]. Unit-Cell 
한 개를 살펴볼 경우, 스위치 임피던스가 개방일 경우 신
호는 신호가 인가된 입력 포트와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는 출력 포트로 모두 전송되며, 단락일 경우는 신호가
인가된 입력 포트와 마주보는 출력 포트로 모두 전송된

다. 즉, 인가된 신호를 두 개의 출력 포트 중 한쪽으로만
모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스위치 임피던스가 +j25 또는
—j25일 경우, 인가된 신호는 반으로 나뉘어 두개의 출력
포트에 모두 전송되며, 출력 포트 하나를 기준으로 하였
을 경우 +90° 또는 —90°의 위상 차이를 갖는다. 즉, 총 4
개의 Unit-Cell을 그림 3과 같이 4×4 Butler 형식으로 연결
하여 제안한 재구성 스위칭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스위칭

(a) 하나의 출력을 발생시킬 경우 요약
(a) Summary for single output generation

(b) 두 개의 출력을 발생시킬 경우 요약
(b) Summary for two output generations 

(c) 네 개의 출력을 발생시킬 경우 요약
(c) Summary for four output generations 

그림 4. 제안하는 4×4 재구성 스위칭 매트릭스의 동작

모드 요약

Fig. 4. Summary of the proposed 4×4 reconfigurable swit-
ching matrix operation examples.

 
임피던스를 적절하게 조절할 경우, 특정 입력에 대해서
출력되는 신호의 개수 및 신호의 방향을 그림 4와 같이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각 출력 포트 간의 위상
차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P1 포트를 기준으로 하였
을 경우, 출력되는 포트는 O, 출력되지 않는 포트는 X로
표시되어 있다. 즉, 그림 4(a)는 출력 포트 하나로만 출력
할 경우, (b)는 두 개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c)는 네
개의 출력 신호를 만들 경우에 원하는 포트로 출력을 자

유로이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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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스위칭 매트릭스의 동작 특성 확인을 위해서

900 MHz-ISM 대역(902～928 MHz)에서 그림 3과 같은
4×4 재구성 스위칭 매트릭스를 상용 3-dB 커플러와 SP4T 
스위치를 이용하여 제작한 후 대표적인 특성을 그림 5와
같이 측정하였다. 그림 5(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작대
역에서 모든 입력 신호가 하나의 출력 포트로 전달될 때

의 삽입 손실은 1.1±0.1 dB이었으며, (b)는 2개의 출력을
만들어 내는 경우로써 이때의 삽입 손실은 약 1.2±0.3 dB, 
출력간의 위상차는 약 90±3°이었다. 그림 5(c)는 4개의 출
력포트로 신호가 전달될 경우의 측정 결과로서, 4개의 출
력 포트로의 삽입 손실은 1.7±0.5 dB, 위상차는 3°이내의
오차를 갖는 —90°, 0°, 0°, +90°이었다. 그림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출력되는 신호의 수가 많아질수록 삽입 손실이
커지는 것을 보인다. 2개 또는 4개의 출력 포트에 신호를
출력할 경우, +j25 및 —j25에 해당하는 스위칭 임피던스
를 인덕터 및 커패시터로 구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주
파수에 따라 항상 +j25 및 —j25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스위칭 임피던스가 개방과 단락일 경우는 출
력이 한쪽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개방 및 단락 임피던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2개 및 4개
의 신호를 밸런스를 맞춰서 출력해야 하는 +j25 및—j25 
임피던스에 비해 적어서 삽입 손실 역시 상대적으로 적

게된다. 다시말해, 1개의 출력신호를 만들경우, 필요한
임피던스는 개방 또는 단락의 조합, 2개의 출력 신호를
만들 경우 필요한 임피던스는 개방 또는 단락과 +j25 및
—j25의 조합인 반면, 4개의 출력 신호를 만들 경우는

+j25 및 —j25 임피던스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4개의 출력을 발생시킬 경우,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동
작대역 내에서의 삽입 손실이 가장 크게 된다. 또한, 필요
한 임피던스를 만들기 위한 소자의 손실 및 주파수 특성

이 다른 것 또한 삽입 손실의 차이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출력 반사 특성은 모두 900 MHz 
ISM 밴드 내에서 20 dB 이상을 나타내어 MPA의 입출력
매트릭스로 잘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앞서
기술된바와 같이 4개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삽입손
실의 변화가 주파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장 크기 때문

에 협대역의 특성을 나타낸다.
  

(a) 하나의 출력 발생 시 측정값
(a) Measured result for single output

(b) 두 개의 출력 발생 시 측정값
(b) Measured result for two outputs 

(c) 네 개의 출력 발생 시 측정값
(c) Measured result for four outputs

그림 5. 제안하는 4×4 재구성 스위칭 매트릭스 측정
Fig. 5. Measurement for 4×4 reconfigurabl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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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러 보정회로를 포함한 MPA 

MPA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PA를 통해 신호를 증폭시
킨 후 증폭된 신호를 재결합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증
폭된 신호들의 위상 및 진폭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

확한 밸런스를 이루어야 이상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대부
분의 경우, 능동소자인 PA에서 위상 및 진폭 오차가발생
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회로(calibration cir-
cuitry)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PA의 위상
및 진폭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각각의 증폭단에 위상 천

이기와 감쇄기를 추가하여, 위상과 진폭의 에러를 수정하
는 회로를 추가하였다. MPA의 에러를 정확히 확인 후 보
정하기 위해서 출력 매트릭스 이전에 신호를 샘플링하는

방법[8]을 선택하여 그림 6과 같이 제안하는 MPA를 설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상의 편의를 위해서 PA 대신에 구

동 증폭기(Drive Amplifier: DA)를 사용하였으며, 교정 모
니터링(calibration monitoring) 블록 역시 별도의 회로를

만들어 사용하는 대신,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추가된 위상 천이기와 감쇄기는 입출력 반사
특성이좋은반사형타입의아날로그전압제어구조(Vol-
tage-controlled)로 그림 7과 같이 설계하였다[9],[10].
그림 7(a)의 반사형 위상 천이기는 바랙터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전압 조절에 따라 변하는 커패시턴스의 차이에
의해 위상이 변하게 되며, 그림 7(b)의 반사형 감쇄기는
핀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변하게

그림 6. 제안하는 4×4 MPA 구조
Fig. 6. Proposed 4×4 MPA structure.  

     

(a) 반사형 위상 천이기 (b) 반사형 감쇄기
(a) Phase shifter              (b) Attenuator

그림 7 반사형 전압 제어 위상 천이기 및 감쇄기
Fig. 7. Reflection-type phase shifter and attenuator.

 

(a) 위상 천이기 전압 변화 특성 측정
(a) Measurement for phase shifter with respect to control voltage

(b) 감쇄기 전압 변화 특성 측정
(a) Measurement for attenuator with respect to control voltage

그림 8 전압 제어 위상 천이기 및 감쇄기 측정 결과
Fig. 8. Measurement for phase shifter and atten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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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저항 값을 사용하여 신호를 감쇄시키게 된다. 전압
변화 시 생기는 위상 변화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

상 커패시턴스가 추가되었다. 제작한 위상 천이기와 감쇄
기의 전압 조절에 따른 위상 변화 및 감쇄 변화의 측정은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의결과를 살펴보면, 위상 천
이기의 경우 전압을 0 에서 4 V로 조절함에 따라 약 90°
까지의 위상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위상 변화 시 위상
천이기에 의한 삽입 손실의 변화는 0.2 dB 이하였다. 감
이기에 의한 삽입 손실의 변화는 0.2 dB 이하였다. 감쇄
기의 경우, 전압을 0에서 0.7 V로가변시킬 때최대 10 dB
까지 감쇄를 시킬 수 있으며, 이 때 감쇄기에 의한 위상
변화는 약 4° 이하였다.   

Ⅳ. 제안하는 MPA의 실험 결과

앞서 제작한 재구성 스위칭 매트릭스를 4×4 MPA의 입
출력 매트릭스로 사용하고, 전압 제어 반사형 위상 천이
기 및 감쇄기를 MPA의 에러 보정회로로 사용하였으며, 
동작 대역에서 약 20 dB의 이득, 21.5 dBm의 P1dB, 24 
dBm의 포화 전력 및 10 dB 이상의 입출력 반사 특성을
갖는 DA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4×4 MPA를 그림 9와 같
이 제작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증폭기가 위치한 각 신호경로

의 위상 및 진폭의 비교는 DA 이후에 방향성 결합기를
삽입하여신호를샘플링한후회로망분석기(Network Ana-
lyzer)를 사용하여 이상적인 위상과 진폭의 밸런스를 맞
추었다. 제작된 MPA의 동작 성능 검증을 위하여 입력 매
트릭스에서 4개의 DA로 신호가 인가되도록 스위칭 동작
을 시켰으며, 이후 4개의 DA를 통해 증폭된 신호가 각각
하나의 출력 포트로 결합되도록, 2개의 출력 포트로 나뉘
도록, 마지막으로 4개의 출력 포트로 나뉘도록 출력 매트
릭스의 스위칭 동작을 변환하여 실험하였다. 입력 신호는
그림 6을 기준으로 입력 포트 4(IN4)로 인가하였으며, 출
력되는 파워는 모두 출력 포트 1(OUT1)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출력 파워 특성은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중심 주파수인 915 MHz에서 4개의 DA를 사용하여 1

개의출력, 2개의 출력, 4개의출력 포트로 출력시켰을 경
우, 포화 출력 파워는 각각 약 29.2 dBm, 26.2 dBm, 23.1 
dBm으로 4개의 출력으로 나뉜 파워를 기준으로 파워가

그림 9. 제안하는 4×4 MPA 제작사진
Fig. 9.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4×4 MPA. 

그림 10. 제안하는 4×4 MPA의 출력 파워 측정 결과
Fig. 10. Proposed 4×4 MPA output power measurement.

 

하나로 모였을 경우, 2개로 나뉘었을 경우에 대해 약 1:4 
와 1:2 정도의 최대 출력 파워가 만들어져 정상적으로 잘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스위칭 매트릭스 상에서의 삽입 손
실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출력 매트릭스를 통해 출력되
는 파워는 4개의 DA를 통해 증폭된 신호가 하나로 결합
되는 경우, 각각 2개씩의 DA를 통해 증폭된 신호가 2개
의 출력 포트로 각각 따로 결합되어 출력되는 경우, 그리
고 각각 4개의 DA를 통해 증폭된 신호가 결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4개의 출력 포트로 출력되는 경우이기 때문
에, 사용되는 DA의 개수 및 스위칭 매트릭스의 삽입 손
실 차이가 밸런스를 맞추어 최대 출력 파워 특성이 비율

적으로 잘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PA의 위상
및 진폭 에러 보정 전과 에러 보정 후의 격리도 특성 측

정 결과는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각경로간의위상및진폭에러보정을하기전의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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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안하는 4×4 MPA의 위상 및 진폭 에러 보정
전후의 격리도 측정 결과

Fig. 11. Proposed 4×4 MPA isolation measurement with-
out calibration and with calibration.

 
대역에서의 최소 격리도 측정값은 약 29 dB였으나, 위상
천이기 및 감쇄기를 통한 에러 보정 후의 최소 격리도 측

정값은 약 35 dB 이상으로최소 6 dB 이상의격리도특성
향상을 확인하였다. 보정회로의 구현을 위해 추가된 위상
천이기, 감쇄기, 커플러 및 추가 케이블들로 인해 전체적
인 이득은 낮아졌으나, MPA의 최대출력 전력은 변하지
않으며, 격리도 특성은 개선되었다. 보정회로로 인한 시
스템의 복잡도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MPA의 이상적인
동작을 위한 격리 특성 확보를 위해서, 보정 회로가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구조의
MPA는 제작한 동작 대역에서 우수한 파워 특성 및 격리
도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다뤘던 MPA 시스템은 효과적인 전력 증
폭기 배열을 통해 할당된 빔에 따른 출력 파워를 유연하

게 조절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위성통신 시스템에서 주

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입출력 매트릭스에 의한 고정된
입출력 상관관계로 인해 시스템 전체의 유연성이 제한되

며, 배열된 전력 증폭기 중 하나가 고장 나게 되면, 전체
적인 시스템의 동작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위성 통신에서만 적용되던 MPA 시스템

을 재구성 가능한 플렉서블 스위칭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기존 구조의 단점을 보완한 후, 처음으로 900 MHz ISM 
대역에 적용하였다. 또한, 위상과 진폭 에러로 인해 포트
간의 격리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위상과

진폭 에러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보정할 수 있는 보정

회로를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4×4 MPA 시스템
은 재구성 가능한 스위칭 매트릭스를 통해 1개, 2개, 4개
의 DA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원하는 출력 포트로 증폭
신호를 1개, 2개 4개로 결합 및 분배시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유연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제안
하는 MPA의 성능 검증을 위해 모든 DA를 사용하여 1개, 
2개, 4개의 출력을 만들 경우의 출력 파워를 측정하였으
며, 각각 약 29.2 dBm, 26.2 dBm, 23.1 dBm으로 4개의 출
력으로 나뉜 파워를 기준으로 파워가 하나로 모였을 경

우, 2개로 나뉘었을 경우에 대해 약 1:4 와 1:2 정도의 최
대 출력 파워를 얻어 정상 동작함을확인하였다. 또한, 위
상 천이기 및 감쇄기를 통해 각각의 경로간의 밸런스를

맞춘 후의 출력 포트간 최소 격리도는 에러를 보정하기

전과 비교하여약 6 dB 이상향상되어 35 dB 이상의격리
도를 확보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MPA 시스템 구조는 기존의 MPA 시스템의 단점
을 보완함으로써 빔 포밍 시스템 및 효율적인 전력 증폭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응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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