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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무선통신 환경은 데이터 통신량이 많아짐에 따

라 전송속도가 점점 고속화되고 있다. 전송속도를 증가시
키기 위하여 보다 더 복잡한 변조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

고, 그에 따라 PAPR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증폭

기는 효율이 낮은 영역에서 동작하게 되며, 이로 인해 평
균 전력에서 효율 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1]～[3]. 이
때문에 전력증폭기의 평균 전력에서의 효율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Doherty 
전력증폭기는 타 방식들에 비해 회로의 구성이 단순하며, 
간단한 부하 변조를 이용하여 평균 전력에서의 효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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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long term evolution(LTE) 통신을 위한 2.6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고효율 Doherty 전력증폭기를 설계하
였다.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스를 조정하기 위한 간단한 구조의 정합 네트워크를 통해 전력증폭기의 고효율 동작을
달성하였다. Doherty 전력증폭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GaN-HEMT 소자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10 MHz의
대역폭 및 6.5 dB 첨두 전력 대 평균 전력비(PAPR)의 특성을 갖는 LTE downlink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평균 전력
33.4 dBm에서 13.1 dB의 전력 이득, 57.6 %의 전력부가효율(PAE) 및 —25.7 dBc의 인접채널누설비(ACLR) 특성을 갖는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Doherty power amplifier(DPA) operating in the 2.6 GHz band for long term evolution(LTE) systems. In order 
to achieve high efficiency, second and third harmonic impedances are controlled using a compact output matching network. The DPA 
was implemented using a gallium nitride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GaN-HEMT) that has many advantages, such as high power 
density and high efficiency. The implemented DPA was measured using an LTE downlink signal with a 10 MHz bandwidth and 6.5 
dB PAPR. The implemented DPA exhibited a gain of 13.1 dB, a power-added efficiency(PAE) of 57.6 %, and an ACLR of —25.7 
dBc at an average output power of 33.4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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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지국 전력증폭기에 적

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6 GHz에서 동작하는 10 W급 Doherty 

전력증폭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고효율 동작을 위하여
입출력 정합 네트워크에 간단한 고조파 임피던스 조정회

로를 추가하였다[4].
Ⅱ장에서는 이상적인 Doherty 전력증폭기의 동작원리

를 설명하였다. Ⅲ장에서는 제안한 Doherty 전력증폭기의
설계과정을 설명하였으며, CW 신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제작된 Doherty 전력증폭
기를 변조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Doherty 전력증폭기의 동작 원리

Doherty 전력증폭기는 간단한 부하 변조 기법을 통해
최대 출력 전력과 back-off된 출력 전력에서 이론적으로
두 번의 최대 효율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림 1은 일
반적인 Doherty 전력증폭기의 출력 결합 회로이다. 각각
Z1T와 Z2T의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λ/4 전송선로를 이용
하여 적절한 부하 임피던스 변조가 가능하다. 더불어 저
전력 모드에서의 동작을 위해 주 증폭기에 Z1T의 특성 임

피던스를 갖는 출력 오프셋 선로를 추가하여 고전력 모

드에서의 성능 열화 없이 Doherty 동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조 증폭기의 출력 오프셋 선로를 통해 저전력 모

드에서의 출력 임피던스가 크게 보이도록 하여 주 증폭

기만 동작하도록 한다.

그림 1. 일반적인 DPA의 출력 결합 회로
Fig. 1. Output combiner of conventional DPA.

그림 2. DPA의 이상적인 효율 곡선
Fig. 2. Ideal efficiency curve of the DPA.
 
그림 2는 Doherty 전력증폭기의 이상적인 효율 곡선을

B급 전력증폭기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출력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효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B급 전력증
폭기의 효율 곡선과 달리 최대 출력 전력에서 6 dB back- 
off 영역에서의 효율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높은
PAPR을 요구하는 최근의 무선 통신 방식에 사용되는 변
조 신호에 대하여 평균 전력에서의 효율 개선에 효과적

이다.

Ⅲ. 설계 및 시뮬레이션

전력증폭기의 고효율 동작을 위하여 Advanced Design 
System(ADS)을 통한 harmonic source- 및 load-pull 시뮬레
이션으로 최적의 임피던스를 추출하였다. 소자는 Cree사
의 6 W급 GaN-HEMT인 CGH40006P를 사용하였다. Har-
monic source- 및 load-pull 시뮬레이션 셋업은 AD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주어진 소자를 이용한 harmonic source- 및 load-pull 시

기본파 2차 고조파 3차 고조파
Source
임피던스

6+j*0 Ω —j*50 Ω -

Load
임피던스

26+j*26 Ω j*200 Ω 0 Ω

표 1. 추출된 최적의 source 및 load 임피던스
Table 1. Extracted optimum source and load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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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조파 정합 유무에 따른 성능 비교
Fig. 3.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without and with 

harmonic control.
 
뮬레이션결과, 최적의 기본파, 2차 및 3차 고조파 임피던
스를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표 1에 나타내었다. Load는
최적 효율을 위하여 2차와 3차 고조파의 임피던스를 고
려하였으며, source는 효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3
차 고조파 성분에 대한 임피던스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은 source- 및 load-pull 단계에서 전력 이득과 효

율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고조파 정합을 고려하여 설계
할 시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최대 출력 전력에서

11 % 상승된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는 DPA의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일 전력증폭기의 회로도로, 입출력 정합 네트
워크 및 bias 인가 회로로 구성되었다. 2차 고조파 정합
네트워크는   병렬 short stub으로 2차 고조파에 대해
short가 되도록 하여 real 성분을 없애고, 트랜지스터와의

그림 4. 설계된 정합 네트워크의 회로도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designed input and output 

matching network.

    (a) 소오스 (b) 로드
    (a) Source           (b) Load

그림 5. 정합된 기본파와 고조파 임피던스
Fig. 5. Matched fundamental and harmonic impedance.

 
사이에 연결된 적당한 길이의 직렬 전송선로를 통해 so-
urce- 및 load-pull로 찾은 imaginary 값을 맞춰준다. Load 
정합 또한, 3차 고조파 정합을 위해   open stub으로
short를 만들어 real 성분을 없애고, 직렬 전송선로를 통해
load-pull을 통해 찾은 imaginary 값에 정합한다.
한편, 입력 기본파 정합을 위해 source-pull을 통해 얻은

기본파 임피던스를 직렬 transmission line과 open-stub를
이용하여 50 Ω으로 정합하고, 출력 쪽은 load-pull을 통해
얻은 임피던스를 같은 직력 transmission line과 open-stub
를 통해 50 Ω에 정합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5는 추출된 최적의 source 및 load 임피던스에 대

하여 정합된 결과를 Smith 차트에 나타낸 것이다. 정합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의 추출된 임피던스에 유사하게 정

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설계된 Doherty 전력증폭기의 전체 회로도를

나타낸다. 입력단의 90° 하이브리드 전력분배기를 통해
입력 전력을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에 각각 동일하게

분배하며, 90°의 위상차가생기도록 한다. 이는 주 증폭기
출력단에 있는 λ/4 전송선로를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기
에 대한 위상을 보상해 주기 위함이다. 더불어 각각의 증
폭기 입력에 위치한 오프셋 선로는 출력 오프셋 선로에

의해 틀어진 위상을 보상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설계된 주 증폭기의 바이어스 조건은 17.8 mA의 AB 

급으로 동작시켰으며, 드레인에 28 V의 동작 전압을 인
가하였다. 보조 증폭기는 주 증폭기와 동일한 회로구성을
가지며, —6.5 V의게이트전압을인가하여 C 급증폭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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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계된 Doherty 전력증폭기의 전체 회로도
Fig. 6. Overall schematic diagram of the designed DPA.
 

그림 7. 부하 변조에 의한 전력 이득 및 PAE 시뮬레이션
결과

Fig. 7. Simulated gain and PAE by load impedance mo-
dulation.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7은 부하 변조 기법에 의한 주 증폭기의 전력 이

득과 PAE 변화를 나타낸다. 출력 결합 회로를 통해 부하
변조 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전력 모드에서
전력 이득과 PAE는 고전력 모드보다 2.5 dB 앞서 포화됨
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설계된 Doherty 전력증폭기의 시
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최대 출력 전력은 41.8 dBm, 
선형 출력 전력 구간에서의 전력 이득은 15.8 dB로 나타
났다. PAE는 최대 출력 전력에서 74.7 %, 6 dB back-off된
영역에서 76.8 %의 고효율을 나타내었다.

Ⅳ. 제작 및 측정 

그림 8. 전력 이득 및 PAE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Fig. 8. Simulated gain and PAE of proposed DPA.

 

그림 9. 제작된 Doherty 전력증폭기
Fig. 9. Photograph of the implemented DPA.

 
제작된 Doherty 전력증폭기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0.76 mm의 두께를 갖는 RF35 PCB를 사용하여 제작되었
으며, 전체 크기는 134×80 mm2이다.
제작된 Doherty 전력증폭기를 LTE 신호에 대하여 측정

된 결과를 그림 10과 11에 나타내었다. 측정에 사용된

LTE downlink 신호는 10 MHz 대역폭을 가지며, 6.5 dB 
PAPR의 특성을 보인다. 선형 출력 전력 구간에서의 전력
이득은 13.1 dB를 나타내며, 33.4 dBm의 평균 전력 영역
에서 57.6 %의 높은 PAE 특성을 보인다. 또한, 33.4 dBm
에서의 ACLR은 —25.7 dBc로 측정되었다. 최신의 digital 
pre-distortion(DPD) 기법을 이용하면 충분히 선형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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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작된 DPA의 전력 이득 및 PAE 측정 결과
Fig. 10. Measured gain and PAE of the implemented DPA.
 

그림 11. 제작된 DPA의 ACLR 측정 결과
Fig. 11. Measured ACLR of the implemented DPA.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작된 Doherty 전력증폭기에
대한 측정 결과를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표 2에

Ref. 주파수

(GHz)

최대

출력 전력

(dBm)

평균 전력

(dBm)
전력 이득

(dB)

PAE
(@ 평균 전력)

(%)

Drain
efficiency

(@ 평균 전력)
(%)

공급 전압

(V)
변조 신호

[5] 2.10 38.0 32.0 11.0 52.0 62.0 18 CW
[6] 2.14 45.8 36.8 15.9 - 50.0 28 WiMAX
[7] 2.655 44.5 36.0 - - 60.8 28 WiMAX

This work 2.60 40.0 33.4 13.1 57.6 61.8 28 LTE

표 2. 기존 연구 결과들과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with previous works.

나타내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6 GHz에서 동작하는 Doherty 전력증
폭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설계된 전력증폭기는 고효율
을 위해 입력단과 출력단에 간단한 고조파 조정회로를

포함한 정합 네트워크를 갖는다. 제작된 Doherty 전력증
폭기는 LTE 신호에 대하여 13.1 dB의 전력 이득, 평균 전
력 33.4 dBm에서 57.6 %의 높은 PAE와 —25.7 dBc의
ACLR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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