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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대역 위성단말기용 SSPA 모듈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SSPA module in Ku band for satellite 
terminals

김선일*, 박성일**

Sun-il Kim*, Sung-il Park**

요  약  본 논문에서는 10W  GaN MMIC를 이용하여 Ku-band SSPA 모듈을 설계  제작하 다. 설계  제작한 

SSPA 모듈의 분배/합성을 해 Rogers(RO4003C)기 을 이용하여 Branch-line 구조를 이용하 다. SSPA 모듈 버짓

상 Divider/Combiner는 삽입손실이 최  -0.7dB 이하로 설계  제작하 다. 한 GaN MMIC 구조 특성상 Gate 

Bias-Drain Bias로 인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Gate-Drain 순차회로를 용한 Bias 회로를 구 하 으며, RF Power 

Detect, Temperature Detect, HPA On/Off 기능등을 구 하 다. 설계 제작된 Ku-band SSPA는 최  출력 15.6W, 

Gain 45.7dB, 효율 19.0%로 만족하는 측정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10W GaN MMIC was designed and fabricated using the Ku-band SSPA module. For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SSPA module using Rogers(RO4003C) substrate was used for Branch-line structure. 
SSPA modules on budget Divider/Combiner was designed and fabricated less than the maximum insertion loss –
0.7dB. In addition, because it must be applied to the structural nature of GaN MMIC Gate Bias-Drain Bias circuit 
was implemented to apply the Gate-Drain sequential circuit, implemented the RF Power Detect, Temperature Detect, 
HPA On/Off function. Design and fabrication Ku-band SSPA Module got the measurement results that satisfy a 
maximum output of 15.6W, Gain 45.7dB, 19.0% efficiency.

Key Words : SSPA, Power Amp. GaN, MMIC, HPA, Ku-band

Ⅰ. 서  론

지상  주의 고속 인터넷 통신  방송기술은 서

비스 제공지역  인 라 구축비용 측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인공 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역 무선 인터넷을 보완하거나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

다.  세계 고속 인터넷  방송통신 시장은 2000년

로 들어서면서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에 

고속 Data 통신이 가능한 13.75∼14.5홐 역의 Ku 

역 성통신 기술에 한 연구와 제품 개발이  세계에

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Ku 역 주 수 자

원을 이용한 고속 인터넷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여러 가지 장 에도 불구하고 재 높은 Ku 역 부품의 

가격으로 인해 주 수 자원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며, Ku

역 고속 인터넷  방송통신 시스템의 장비에 사용

되는 마이크로웨이  부품의 경우, 략 외국 부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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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기술 종속이 심화되어 부품의 국

산화는 물론 기술 경쟁력 제고가 실한 상황이다.[1]~[4] 

본 논문에서는 성통신을 이용한 가입자 망 인터넷 

 데이터 통신용 BUC에 필수 으로 소요되는 고주  

핵심부품인 HPA를 활용하여 Ku 역 SSPA모듈을 설계 

 제작하 다.
[5]~[7] 

Ⅱ. SSPA 모듈 설계

1. SSPA 모듈 블록도

SSPA 모듈의 블록은 고출력 MMIC 증폭기의 입력을 

확보하기 한 구동 증폭기, 고출력 MMIC 증폭기의 입

력과 출력을 분배  합성하는 Divider/Combiner, 출력 

Power를 모니터링 하기 한 Power Detecotr, 외부에서 

SSPA의 출력을 제어하기 한 제어포트, SSPA 모듈의 

각 부품에 원을 공 하기 한 원회로부로 구성하 다. 

그림 1. SSPA 모듈 블록도
Fig. 1. SSPA Module Block Diagram

2. SSPA 모듈 버짓 설계

SSPA 모듈에 사용하고자 하는 고출력 MMIC 증폭기

는 출력이 10W(40dBm)이고, 효율이 30%, 이득이 16dB 

인 Packaged High Power Amp.를 활용하 으며, 

Divider/Combiner 손실  모듈 이득을 고려하여 

Triquint사의 2W  DRA MMIC를 활용하여 SSPA 모듈 

개발 목표인 15W(41.8dBm), 효율 18%, 이득 40dB 이상

으로 설계하 다.

3. SSPA 모듈 부품 설계

가. 구동 증폭기(Diver Amplifier)

SSPA 모듈의 이득을 확보하기 한 구동증폭기는 부

품의 신뢰성, 용이성, SSPA 모듈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Triquint 사의 TGA2503으로 선정하 으며, 주요 성능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동증폭기 주요 성능
Fig. 2. Driver Amplifier Key Pwerformance

나. 전력분배기 및 합성기(Divider & Combiner)

SSPA 모듈에 있어 고출력 MMIC 증폭기에 력을 

나 어 공 하는 력분배기와 고출력 MMIC 증폭기에

서 증폭된 력을 합성하는 력합성기의 설계는 매우 

요하다. 회로 시뮬 이션 로그램을 활용하여 최 의 

값으로 설계하 으며, 최종 으로 EM 시뮬 이션을 통

화여 최 화 하 다. 설계 제원은 Rogers사의 RO4003C

(εr=3.38) 10mil 기 을 활용하 으며, 설계한  Divider/Combiner는 

그림 3과 같으며, 시뮬 이션 결과는 그림4와 같다.

  

그림 3. 전력분배/합성기 시뮬레이션 및 EM시뮬레이션
Fig. 3. Power Divider/Combiner Simulation & EM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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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력분배/합성기 시뮬레이션 결과
Fig. 4. Result of Power Divider/Combiner Simulation

다. 전원 및 주변회로

SSPA 모듈의 원부 회로 구성은 모듈의 원을 공

하고, 외부에서 SSPA 출력을 On/Off하기 해 TR회

로를 구성하 으며, SSPA 모듈의 상태를 감지하기 한 

출력 상태 감시용 RF Power Detector회로와 온도 감시

용 Temp. Detector 회로를 용하여 설계하 다. 

Bisa 회로에서는 HPA에 Drain 압이 Gate 압보다 

우선 인가되지 않도록하며, Gate 압이 우선 인가되고 

Drain 압이 인가되는 순차회로를 설계하 으며, 고출

력 증폭기 특성상 Drain 류의 변화에 따라 Gate 임피

던스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Buffer를 용하여 Gate 

압을 일정하게 인가하는 구조로 설계하 다. 

그림 5. 전원 및 주변 회로
Fig. 5. Bias & Sub Circuit

라. SSPA 모듈 하우징 설계

SSPA 모듈의 기구는 원부  구동 증폭기, 고출력 

MMIC 증폭기, Divider/Combiner 등의 부품 배치와 방열 

등을 고려해 구조 설계를 하 으며, 원 연결부는 신호

의 feedback에 의한 발진 상을 최소화 하고 구동 증폭

기  고출력 증폭기에 원을 공 하면서 RF 회로부와 

차단하는 구조로 특성을 최 화 하 다. 

RF회로부는 향후 쉴딩을 해 커버를 이  구조로 

용하 으며, 설계된 SSPA 모듈의 형상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설계된 SSPA 모듈 
Fig. 6. Designed of SSPA Module

Ⅲ. 실험 및 고찰

1. SSPA 모듈 부품 실험

가. 구동 증폭기 제작 및 측정

구동 증폭기는 Carrier 형태로 제작하여 조립  특성 

확인에 좋은 구조를 같게 제작하 으며, 별도로 TEST 

JIG를 제작하여 구동 증폭기의 단품 특성을 확인하여 

SSPA 모듈 용에 최 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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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구동증폭기 측정 결과 
Fig. 7. Result of Drive Amplifier Measurement 

나. 전력분배/합성기 제작 및 측정

력분배/합성기는 Carrier 형태로 제작하여 조립  

특성 확인에 좋은 구조를 갖는 TEST JIG 형태로 별도 

제작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 다. 

측정 결과 EM 시뮬 이션 결과 보다 약 0.7dB 정도 

손실이 더 나는 것을 확인하 으나, 이는 실제 측정시 입

/출력 커넥터  50ohm line에 의해 추가 발생되는 손실

을 감안(약 커넥터당 0.25dB Loss)하 을 때, 손실 특성

은 유사하게 보임을 확인하 다.

그림 8. 전력분배/합성기 측정 결과
Fig. 8. Result of Power Divder & Combiner Measurement 

2. SSPA 모듈 실험

SSPA 모듈에 용되는 부품들은 단품 시험을 통해 

각 부품의 특성을 확인 후 SSPA 모듈에 용하 다. 제

작된 SSPA 모듈은 그림 9와 같으며, 제작된 SSPA 모듈

의 성능 측정 시험은 Network Analyzer(Agilent 8522D)

를 이용하여 S-Parameters를 측정하고 RF Signal 

Generator와 Power Meter  Spectrum Analyzer를 이

용하여 Out Power  효율을 측정하 다.

그림 9. 제작된 SSPA 모듈
Fig. 9. Fabrication of SSPA Module 

그림 10. SSPA 모듈 시험 환경
Fig. 10. Test Configuration of SSPA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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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GHz]

DC_Curren

t_2 [A]

Input 

Power

[W]

Output

Power

[W]

PAE

[%]

13.75 2.840 84.5 17.4 20.6

14.124 2.72 81.4 15.5 19.0

14.5 2.53 76.4 15.7 20.5

표 1. SSPA 모듈 출력 Power 측정 
Table 1. Mesurement of SSPA Module Output Power

그림 11. SSPA 모듈 S-Parameter 측정 
Fig. 11. Mesurement of SSPA Module S-Parameter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u-band 성 통신용 SSPA 모듈을설

계  제작하 다. SSPA 모듈에 사용된 HPA는 10W  

GaN MMIC를 활용하 으며, Rogers 사의 RO4003C 

10mil 기 에 Branchline 구조로 Divider/Combiner를 설

계 제작하여 SSPA 모듈을 구성하 다. 제작된 SSPA 모

듈의 출력 Power는 설계 역인 13.75GHz~14.5GHz에서 

P(sat)=15.5W(41.9dBm) 이상의 특성을 확인하 으며, 

PAE=19% 이상임을 확인하 다. 한 SSPA 모듈의 

Gain은 측정 역에서 45.7dB 이상을 확인하 으며, 이

는 고출력 증폭기의 Gain 특성보다 구동 증폭기로 사용

한 TGA2503의 MMIC 성능 특성이 SSPA 모듈의 Gain

에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SSPA 모듈에 사

용된 력분배/합성기에서의 이득 손실로 인해 모듈의 

출력 워  효율 성능 하가 나타남을 확인하 으며, 

향후 본 논문을 토 로하여 Combiner 손실 개선을 통해 

SSPA 모듈의 출력 Power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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