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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HPA MMIC 기반 Ka 대역 25 W SSPA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25 W Ka-Band SSPA Based 
on GaN HPA M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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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a 대역의 25 W급 SSPA를 제작하기 위하여 상용 0.15μm GaN 공정을 이용 구동증폭기(Drive Amplifier : DRA) 및
고출력증폭기(High Power Amplifier : HPA) 초고주파 단일 집적회로(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 MMIC)를 설
계 및 제작하여 특성 평가하였고, SSPA(Solid State Power Amplifier)의 주요 부속품인 MS-to-WR28 변환기 및 WR28 전력
합성기를 설계 및 제작, 평가하여 Ka 대역 GaN 기반 SSPA를 제작하였다. 제작 결과, 주파수 29～31 GHz 대역에서 포화
출력 44.2 dBm 이상, 전력부가효율 16.6 % 이상, 전력이득 39.2 dB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We designed and manufactured Ka-band SSPA include drive amplifier and high power amplifier MMICs by 0.15 μm GaN 
commercial process. Also, we fabricated main components micro-strip line to WR28 waveguide transition and WR28 wave guide power 
combiner for Ka-band SSPA. This Ka-band SSPA shows saturated output power 44.2 dBm,  power added efficiency 16.6 % and power 
gain 39.2 dB at 29～31 GHz 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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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GaN는 그 물질의 특성이 단위면적당 출력전력이 높고, 
고효율의 특성을 나타내어 SSPA(Solid State Power Am-
plifier) 및 고출력증폭기(High Power Amplifier : HPA)에
적합하여 군수 및 민수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Ka 대역 SSPA는

대부분 GaAs HPA MMIC(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를전력합성하여제작되고있으나, GaN 기반 MM-
IC를 사용할 경우 GaAs 대비 전력밀도가 높아 적은 수의
MMIC로도 SSPA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SSPA는 저
온동작 시이득이증가하고, 고온동작 시이득이감소하
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신뢰성 있는 SSPA를 위하여 고온
특성을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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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 대역 SSPA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the Ka-band SSPA.

또한, 최근 위성통신은 점차 많은 데이터량과 주파수
활용문제로 인하여 Ka 대역인 초고주파 대역까지 사용하
게 되었다. 우리나라 천리안 위성을 포함하여 여러 선진
국에서 Ka 대역 위성방송을 활용하여 이미 고화질 방송
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위성통
신 및 방송 대역으로 Ka 대역 주파수를 주목하고 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성통신용 대역인 29～

31 GHz에서 상용 GaN 공정을 이용하여 구동증폭기(Dri-
ve Amplifier : DRA) 및 HPA MMIC를 설계 및 제작하고, 
이를 전력 합성하여 25 W급 SSPA를 설계 및 제작하여
고온에서 특성 평가하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SSPA 구성 

그림 1은 GaN MMIC 기반 Ka 대역 SSPA의 구성을 도
식한 그림이다. SSPA의 증폭도 및 전력을 고려하여 1:4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RF 증폭부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각각 2.9 mm SMA(Surface Mounted Adaptor)와 EIA(Elec-
trical Industry Association) 규격인 구형 7.11×3.56 mm2 크
기의 WR28 도파관이다. SSPA의 RF 증폭부는 GaN 상용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계 제작된 DRA, HPA 
MMIC 및 SMA-to-WR28  변환기(transition),  1:4 Wilkin-
son 전력 분배기, 4:1 WR28 도파관 전력합성기로 구성되

어지며, 전원공급과 온도 및전류를모니터를할 수있는
전원 제어부로 설계되었다. 

Ⅲ. SSPA 구성품

3-1 GaN DRA MMIC 

DRA는 0.15μm GaN 상용공정인 미국 TriQuint사의
공정을 이용하여 게이트폭 8×50 μm 소자를 1:2:4 구조
로 배치한 3단 증폭기로 설계되었다. 그림 2는 DRA 회로
도와 제작된 사진이며, 최종 칩 크기는 3.4×1.2 mm2이다.
제작된 DRA MMIC는 유테틱(Eutetic) 공정으로 캐리어

(Carrier)에 접합하여 측정을 위한 지그(Jig) 체결 후 소신

(a) DRA MMIC 회로도
(a) DRA MMIC schematic 

(b) DRA MMIC 사진
(b) DRA MMIC photograph

그림 2. Ka 대역 GaN DRA MMIC 회로도와 사진
Fig. 2. Schematic and photograph of the Ka-band GaN DRA

M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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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a 대역 GaN DRA MMIC 산란계수 특성(Vd =  
20 V)

Fig. 3. S-parameter Characteristics of the Ka-band GaN DRA
MMIC(Vd =20 V).

 

그림 4. Ka 대역 GaN DRA MMIC 전력 특성(Vd =20 V)
Fig. 4. Power characteristics of the Ka-band GaN DRA 

MMIC(Vd =20 V).
  

호 및 대신호 측정을 하였으며, Vd =20 V일 때 산란계수
측정 결과, 주파수 29～31 GHz에서 소신호 이득 26.3 dB, 
입력정합 —8.2 dB, 출력정합 —8.3 dB의 특성을 나타내
었고, 전력 측정결과, 포화 전력 36 dBm, 포화 전력이득
21 dB, 전력부가효율 24.2 %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3
과 그림 4는 각각 DRA MMIC의 산란계수와 전력특성 측
정 결과이다.

3-2 GaN HPA MMIC

HPA MMIC 역시 미국 상용 파운드리 회사인 TriQuint 
사의 0.15 μm GaN  공정을 사용하였으며, 게이트 폭 8× 
50 μm 소자의 최적 임피던스를 찾기 위한 로드풀(Load-

그림 5. Ka 대역 GaN HPA MMIC 열해석 모의실험 결과
Fig. 5. Thermal analysis results of Ka-band HPA MMIC.
 
pull) 시뮬레이션결과, 약 31 dBm의 출력전력을 얻어 8개
전력 합성시 이론상 40 dBm의 출력 전력을얻을수 있다. 
그러나 임피던스 부정합으로 인한 결합 손실과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등의 마진(margin)을 생각하면 최종
출력은 약 39.5 dBm 정도로 예상되었다[2].
또한, SSPA의 섭씨 50도에서 안정적인 고온 동작을 확

인하고, HPA MMIC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최종단 레이
아웃을 가지고 열해석을 진행하였다. 열해석 시 MMIC 
접합면 캐리어의 재질은 CuW으로 가정하였으며, 바닥면
의 온도는 섭씨 70도로 고정하였고, 복사나 대류 현상은
없다고 가정하여 FEM(Finite Element Model)기법으로 시
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5는 열해석 시뮬레이션 결과로 가
장 높은 채널 온도는 193℃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적인
GaN소자의 MTTF(Mean Time to Failure)가 섭씨 200도일
때 1×106

시간이므로 100년 이상 보장되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3]. 
제작된 HPA MMIC는 열해석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캐

리어에 접합, 지그 체결 후 산란 계수 및 전력 시험을 진
행하였으며, Vd =20 V 일 때 총 4개를 시험한 결과, 주파
수 29～31 GHz 대역에서 소신호 이득 26 dB이상, 입력
정합 —8.2 dB 이하, 출력정합 —7.6 dB 이하, 포화전력
38.7 dBm 이상, 전력부가효율 22.4 % 이상, 그리고 전력
이득 21.7 dB의특성을나타내었다. 그림 6은제작된 HPA 
MMIC 사진이며, 그림 7은 소신호 특성을, 그림 8은 SS-
PA에 삽입된 HPA MMIC 4개의 전력 특성이다. 제작된
HPA MMIC의 크기는 3.4×2.5 mm2이다. 

3-3 Micro-Strip Line to WR28 Transitio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6, no. 12, Dec. 2015.

1086

(a) HPA MMIC 회로도
(a) HPA MMIC schematic 

(b) HPA MMIC 사진
(b) HPA MMIC photograph

그림 6. Ka 대역 GaN HPA MMIC 회로도와 사진
Fig. 6. Schematic and picture of the Ka-band GaN HPA MM-

IC.
 

그림 7. Ka 대역 GaN HPA MMIC 산란계수 특성(Vd =20 V)
Fig. 7. S-parameter characteristics of the Ka-band GaN HPA

MMIC(Vd =20 V).

 

(a) 포화 전력 특성
(a) Saturation power

(b) 전력부가효율 특성
(b) Power added efficiency

(c) 전력이득 특성
(c) Power gain

그림 8. Ka 대역 GaN HPA MMIC 전력 특성(Vd =20 V)
Fig. 8. Power characteristics of the Ka-band GaN HPA MM-

IC(Vd =20 V).
 
본 논문에서 제작된 HPA MMIC는 MS(Micro-strip) 전

송선으로 종단되어 있어 이를 WR28 규격의 도파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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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S-to-WR28 변환기 사진
(a) Photograph of MS-to-WR28 transition

(b) Back to back 산란계수 특성
(b) Back to back measurement results

그림 9. MS to WR28 변환기 사진 및 특성
Fig. 9. Photograph and characteristics of MS-to-WR28 tran-

sition.
 
합성기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MS-to-WR28의 변환기가 필
요하다. 또한, SSPA의 결합성을 고려하여 일자형인 릿지
(ridge) 구조로 설계 및 제작되었다[4]. 그림 9는 제작된 변
환기 사진과 백투백(Back to Back) 측정 결과이다. 주파수
29～31 GHz 대역에서 전달계수 —0.5 dB, 입출력 정합
—22 dB의 특성을 나타내어 1개의삽입 손실은 0.25 dB로
판단되었다.

3-4 WR28 Wave Guide Power Combiner 

SSPA의 출력단의 전력합성을 위하여 4:1 WR28 인터
페이스를 가진 전력합성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또한, 
출력단 격리도 향상을 위하여 저항체 격벽을 삽입하였다
[4]. 그림 10은 제작된 전력합성기와 그 특성을 도식한 그
림이다. 측정하지 않는 단자를 도파관으로 정합하여 단락
시키고, 회로망 분석기로 2-port 측정을 하였으며, 측정결
과 주파수 29～31 GHz 대역에서 전달계수 약 —6.3 dB가
측정되어 삽입손실 0.3 dB, 입력 정합 —13 dB, 출력정합
—23 dB, 격리특성 —20 dB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a) WR28 전력합성기 사진
(a) Photograph of WR28 power combiner

(b) WR28 전력합성기 산란계수 특성
(b) W28 power combiner measurement results

그림 10. W28 전력 합성기 사진 및 특성
Fig. 10. Photograph and characteristics of WR28 power com-

biner.
 

표 1. 제작된 DRA 및 HPA MMIC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DRA and HPA MM-

ICs.
Unit DRA HPA

Frequency GHz 29～31 29～31
Psat dBm > 36 > 38.7
PAE % > 24.2 > 22.4
Pgain dB > 21 > 21.7
Size mm2 3.4×1.2 3.4×2.5

 

표 2. SSPA 부품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SSPA component.

Unit Transition Combiner
Frequency GHz 29～31 29～31

Insertion loss dB < 0.25 < 0.3
Input RL dB < —22 < —13

Output RL dB < —22 < —23
Isolation dB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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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표 2는 제작된 MMIC와 SSPA의 부속품의 특성
을 정리한 표이다.

Ⅳ. SSPA 제작 및 특성 평가

그림 11은 앞 절에서 고찰된 부품을 이용하여 제작된
Ka 대역 GaN 기반 SSPA의 사진이며, 방열판을 제외한
SSPA의 크기는 240 ×180×25 mm3이다. SSPA의 특성평가
는 소신호 분석과 대신호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
로 SSPA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득 특성이 떨어지는 특

그림 11. Ka 대역 SSPA 사진
Fig. 11. Photograph of the Ka-band SSPA.
 

그림 12. Ka 대역 SSPA의 산란계수 특성(Vd =20 V)
Fig. 12. S-parameter characteristics of the Ka-band SSPA 

(Vd =20 V).

그림 13. Ka 대역 SSPA의 전력 특성(Vd =20 V)
Fig. 13. Power Characteristics of the Ka-band SSPA(Vd =20 

V).
 
성이 있다. 따라서 소신호 평가는 상온에서 대신호 평가
는 섭씨 50도 조건에서 이루어졌으며, 측정에 사용된 대
표적인 계측기는 Keysight사의 PNAX 회로망 분석기와

N1912 전력 분석기를 이용하였다. 
산란계수 측정결과, 주파수 29～31 GHz 대역에서 소신

호 이득 46.5 dB, 입력정합—5.8 dB의 특성을 나타내었으
며, 대신호 측정 결과, 포화 출력 44.2 dBm, 전력부가효율
16.6 %, 전력이득 39.2 dB의 특성을 나타 내었다. 이때, 
SSPA의 DC 공급 전압은 단일 전압 20 V를 인가하였다.

Ⅴ. 결  론

초고주파 대역인 Ka 대역의 25 W급 SSPA를 제작하기
위하여 상용 0.15 μm GaN 공정을 이용 DRA 및 HPA 
MMIC를 설계 및 제작하여 특성 평가하였고 특히, SSPA
의 안정적인 고온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HPA MMIC의
열해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열해석 시뮬레이션 결
과, HPA MMIC의채널온도가섭씨 193도로나타나 MTTF
가 1×106시간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SSPA의 주요
부속품인 MS-to-WR28 변환기 및 WR28 전력 합성기를
설계 및 제작, 평가하여 Ka 대역 GaN 기반 SSPA를 제작
하였다. 제작된 Ka 대역 GaN 기반 SSPA는 주파수 29～
31 GHz 대역 섭씨 50도에서 대신호 측정결과, 포화 출력
44.2 dBm, 전력부가효율 16.6 %, 전력이득 39.2 dB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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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Ka 대역 SSPA의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Ka-band SSPA.

Unit Ka-band SSPA Test condition
Frequency GHz 29～31 -

Psat dBm > 44.2 50℃
PAE % > 16.6 50℃

Power gain dB > 39.2 50℃

성을 나타내었다. 표 3은 SSPA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며, 
제작된 SSPA 및 부속품은 Ka 대역 위성통신뿐 아니라, 
레이더 등의 부품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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