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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차동 구조의 고주파 증폭기를 위한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제안하였다. 제안 된 비대칭 차동 인덕터

는 증폭기 내 차동 신호 간 위상 오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동 인덕터에 형성되는 Center-tap의 위치를 조정

하여, 전력 증폭기를 구성하는 구동 증폭기의 차동 신호에서 바라보이는 임피던스가 동일하게 형성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차동 인덕터를 사용하는 경우 대비 AM-to-AM 및 AM-to-PM 왜곡이 완화됨을 확인 하였다. 제안

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80-nm RFCMOS 공정을 이용하여 2.4-GHz CMOS 전력 증

폭기를 설계하였으며, EVM 5% 기준 20 dB의 전력 이득과 17 dBm의 최대 선형 출력 전력을 얻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d an asymmetric differential inductor to improve the linearity of differential power amplifiers. 
Considering the phase error between differential signals of the differential amplifier, the location of the center tap of the 
differential inductor was modified to minimize the error. As a result, the center tap was positioned asymmetrically inside 
the differential inductor. With the asymmetric differential inductor, the AM-to-AM and AM-to-PM distortions of the 
amplifier were suppressed.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the inductor, we designed a 2.4 GHz differential CMOS PA for 
IEEE 802.11n WLAN applications with a 64-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9.6 dB peak-to-average power ratio 
(PAPR), and a bandwidth of 20 MHz. The designed power amplifier was fabricated using the 180-nm RF CMOS process. 
The measured maximum linear output power was 17 dBm, whereas EVM wa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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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모바일 시스템의 대중화 및 응용 분야의 지

속적인 확대로 무선통신 시스템의 소형화 및 생산 단가 

절감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과거 무선 통신 시스템을 위한 집적회로는 높은 동작 주

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로 화합물 기반의 반도체 공

정을 이용하여 설계 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회로 설

계 기술의 향상으로 최근에는 고주파 집적회로를 CMOS
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1-4].
하지만, 전체 고주파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전력을 출

력하는 전력 증폭기의 경우, 전력변환효율, 선형성 및 

출력 전력 간의 Trade-Off 관계로 인하여, 여전히 화합

물 반도체 기반으로 설계 되는 경우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증폭기를 CMOS 기반으로 설계 

하여, 타 고주파 집적회로와 통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추세이다 [5, 6]. 특히 Distributed active 
transformer 기술이 소개 되면서 CMOS 전력 증폭기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화합물 반도체 기반 전력 증폭기와는 달리, CMOS 

전력 증폭기는 주로 차동 구조로 설계된다 [7-9]. 이는 

집적회로 내에 가상접지의 형성을 쉽게 하여, 본더-와이

어 등의 기생 인덕턴스 성분에 의한 이득 감소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차동 구조의 경우, 차
동 신호 선로의 대칭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차동 신

호 간 대칭성이 확보 되지 않을 경우 동상 신호의 발생, 
전력 이득 및 출력 전력의 감소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0, 11]. 
본 논문에서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이용하여, 차동 

구조의 전력 증폭기에서의 차동 신호간의 대칭성을 확

보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2.4-GHz CMOS 
전력 증폭기에 실제 적용하였으며, 측정을 통하여 그 효

용성을 검증하였다. 

Ⅱ. 기존의 차동 인덕터

일반적으로 CMOS 전력 증폭기는 충분한 전력 이득

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단 구조로 설계된다. 수 GHz 대
역에서 동작하는 전력 증폭기의 경우, 각 단은 인덕터를 

이용하여 부하 임피던스를 형성 하게 된다. 이때, 인덕

터는 전력 증폭기를 구성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저항 및 

캐패시터와 비교하여 가장 큰 집적회로 면적을 차지하

게 된다. 이와 같은 부하 임피던스로서의 인덕터는, 전
력 증폭단의 경우는 주로 발룬의 역할을 하는 출력부 트

랜스포머의 1차 측으로부터 확보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인덕터는 구동 증폭단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림 1에서

는 일반적인 구동 증폭단의 인덕터 배치를 보인 것이다.

(a)                                                      (b)
Fig. 1 Layout of the driver stage inductor: 
(a) symmetric and (b) asymmetric layouts.

그림 1(a)에서는 구동 증폭단의 부하 임피던스를 위

한 차동 인덕터가 전체 전력 증폭기의 대칭성을 유지하

면서 배치되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이 경우는, 차동 신

호간의 대칭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반면, 인덕터가 전력 

증폭단과 구동 증폭단 사이에 배치됨으로서, 전체 전력 

증폭기의 크기가 증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구동 

증폭단에서 발생된 신호가 인덕터를 우회하여 전력 증

폭단의 입력부에 연결됨에 따라, 구동 증폭단의 출력부

와 전력 증폭단의 입력부를 연결하는 금속 선로의 길이

가 과도하게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금속 

선로의 길이가 길어 질 경우, 금속 선로의 기생 저항 성

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발생 하게 되며, 이는 전력 이

득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b)에서는 구동 증폭단의 부하 임피던스를 위

한 차도 인덕터가 구동 증폭단과 전력 증폭단의 가장 자

리에 배치되어, 전체 전력 증폭기의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구조를 보인 것이다. 이 경우는 전체 전력 증폭

기의 크기를 절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차동 

신호 간 대칭성이 파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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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터의 두 포트 중 하나는 차동 신호 선로와 짧은 거

리로 연결 되며, 나머지 포트는 차동 신호 선로와 긴 거

리로 연결 된다. 따라서 각 차동 신호 선로에서 인덕터

로 바라보이는 임피던스가 서로 달라져, 결과적으로 차

동 신호 간 대칭성이 파괴 된다. 
기존 연구에서, 그림 1(a)에 보인 구조의 경우, 그림 

1(b)에 보인 구조대비 전체 회로 면적의 증가는 전력 증

폭기의 길이 기준 약 60 μm 임이 보고 되었다 [11]. 또한 

그림 1(a)의 구조에서 구동 증폭단 출력부와 전력 증폭

단 입력부 사이의 연결 선로에 의해 열화 되는 신호의 

크기는 2.4-GHz에서 약 0.8 dB로 보고 되었다 [11].

Ⅲ.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

본 논문에서는 그림 1(b)와 같이 전력 증폭기의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체 전력 증폭기의 면적 절감

을 확보 하는 동시에 그림 1(a)와 같이 차동 신호 간 대칭

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는 그림 1(b)와 동일한 배

치를 가지지만, 그림 1(b)와는 달리 차동 신호 간 대칭성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안 되었다. 

Fig. 2 Proposed asymmetric differential inductor.

그림 2는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의 원리를 설

명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존의 인덕터의 경우는 

그림에서 표기한 PCT,Ty 지점에 Center-tap이 위치하게 

된다. 또한 이 Center-tap을 통하여 구동 증폭단의 전원 

전압이 인가되기 때문에, Center-tap 은 ac 관점에서 접

지로 간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차동 인덕터의 경우, 인덕터의 두 

포트로부터 Center-tap 간 거리는 동일하지만, 인덕터의 

두 포트가 차동 신호 선로와 연결 되는 지점인 PSIG,P 와 

PSIG,N 으로부터 PCT,Ty까지의 거리는 LB−LA 만큼 서로 

다르게 형성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Center-tap 지점을 형성 할 경우, 차동 신호간의 대칭성

이 파괴 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에서

는 Center-tap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 PSIG,P 와 PSIG,N에

서 차동 인덕터를 바라 볼 때, 동일한 임피던스를 가지

는 지점으로 Center-tap의 위치를 변경 하였다. 이와 같

은 방식으로 변경된 Center-tap의 위치를 그림 2에서는 

PCT,Asy 라고 표기하였다. 이때, PCT,Asy로부터 PSIG,P와 

PSIG,N까지의 거리는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은데, 이는 

인덕터의 상호 인덕턴스 및 자기 인덕턴스 등을 고려하

여 각 PSIG,P와 PSIG,N 에서의 임피던스가 동일한 지점으

로 PCT,Asy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Ⅳ.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이용한 CMOS 전력 
증폭기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의 효용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IEEE 802.11n WLAN 응용을 위

한 2.4-GHz CMOS 전력 증폭기를 설계하였다. 설계를 

위하여 여섯 개의 금속 층을 제공하는 180-nm RFCMOS 
공정을 이용하였다. 그림 3에서는 제안하는 비대칭 차

동 인덕터를 이용하여 설계한 2.4-GHz CMOS 전력 증

폭기의 간략한 회로도를 보인 것이다. 

Fig. 3 Proposed asymmetric differential inductor.

설계된 전력 증폭기에서는 차동 구조와 전체 회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캐스코드 구조를 사용하였다. 또
한 발진 방지를 위하여 RC 피드백을 전력 증폭단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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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입력 된 Single-ended 신호를 차동 신호로 변

환하고, 출력 하는 차동 신호를 Single-ended 신호로 변

환하기 위하여 입력부 및 출력부에 Balun의 역할을 하

는 변압기를 사용 하였다. 사용 된 변압기는 Balun의 역

할 뿐만 아니라, 정합 회로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 한다. 출력부 변압기의 경우, 1차 측은 전력 증폭단

의 차동 신호가 입력되므로, 1차 측의 Center-tap을 통하

여 전력 증폭단의 전원전압을 인가하였다. 그림 3에서 

표기 한 것과 같이,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는 구

동 증폭단의 부하 임피던스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덕터 및 입·출력부 변압기는 모두 

2.5-D electromagnetic(EM)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 

되었다. CMOS 공정의 Silicon 기판에 의한 Eddy 
current에 의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덕터 

및 변압기는 금속 선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

두 최상위 금속층을 이용하였다. 

Fig. 4 Phase difference for typical and proposed 
differential inductors.

그림 4는 구동 증폭단 및 전력 증폭단 출력부에서의 

차동 신호 간 위상 차이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 결과

이다.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가 전력 증폭기에 활

용 되는 것을 감안하여, 입력 전력을 가변하면서 차동 

신호의 위상을 확인 하였다. 기존의 차동 인덕터를 사용

한 경우는 입력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구동 증폭단의 출

력 차동 신호 간 위상차이가 180° 기준으로 더 열화 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동 증폭단의 출력

을 입력 신호로 사용하는 전력 증폭단의 출력 역시, 입
력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차동 신호 간 위상 차이가 180° 

기준으로 더 열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그림 4에서 보인 결과와 같이, 기존의 차동 인

덕터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사용한 경우가 차동 신호 간 위상차이가 180°
에 더 근접하게 형성됨을 확인 하였다. 특히,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사용한 경우, 구동 증폭단의 출력

부 차동 신호의 위상차이가 180°에 근접함에 따라, 전력 

증폭단의 출력부 차동 신호의 위상차 역시 180° 근접하

여 형성됨을 확인 하였다. 제안된 인덕터를 사용하는 경

우, 구동 증폭단의 출력부와 전력 증폭단의 입력부까지

의 전력 손실은 약 0.5 dB로 확인 되었다. 

(a)

(b)
Fig. 5 Distortions based on input power: 
(a) AM-to-AM and (b) AM-to-PM distortions.

일반적으로 차동 구조의 증폭기에서는 차동 신호간

의 위상 오차는 전체 증폭기의 주요 선형성 지표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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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AM-to-AM 및 AM-to-PM 왜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AM-to-AM 및 AM-to-PM 왜곡은 최종적으

로 증폭기의 error vector magnitude (EVM)을 열화 시키

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이용하는 경우, 차동 신호 간 위

상 오차의 개선에 따른 전체 증폭기의 AM-to-AM 및 

AM-to-PM 왜곡 완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림 5는 설계된 전력 증폭기의 AM-to-AM 왜곡 및 

AM-to-PM 왜곡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인 것이다. 시
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안 된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사용한 경우, 차동 신호 간 위상 

오차의 개선으로, AM-to-AM 왜곡이 약 3.23 dB 완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M-to-PM의 경우는 기존 

차동 인덕터를 사용하는 경우 대비 약 3.86° 개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설계 된 전력 증폭기의 최대 입력 전력이 0 
dBm임을 가정하였다. 

Ⅴ. 측정 결과

그림 6은 제안 된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이용하여 설

계한 2.4-GHz CMOS 전력 증폭기의 칩 사진을 보인 것

이다. 그림에서 도시 한 바와 같이 제안하는 비대칭 차

동 인덕터의 Center-tap은 인덕터 내부에서 비대칭적으

로 형성 하였다. 여섯 개의 금속 층을 제공하는 180-nm 
RF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전체 집적회

로의 크기는 테스트용 pad 및 입출력 정합회로 모두를 

포함하여 0.9 ⨯ 1.7 mm2 이다. 전원 전압은 3.3 V를 사

용하였으며, 입력 및 출력부의 임피던스는 50 Ω 으로 설

정 하였다. 
측정을 위하여 FR4 기판을 이용하여 Chip-on-Board 

(CoB) 형태로 측정 샘플을 구성하였으며, 입력 신호, 출
력 신호 및 dc 전압 인가를 위하여 Bond-wire를 이용하

였다. 
그림 7은 측정 된 전력 이득, EVM 및 power-added 

efficiency (PAE)를 도시 한 것이다. 이때, 측정은 

2.4-GHz IEEE 802.11n WLAN 변조 신호를 사용하였으

며, 변조 신호는 64-QAM, 9.6-dB PAPR를 가지며, 
20-MHz의 대역폭을 가진다. 측정된 전력 증폭기는 

EVM 5%를 만족하는 최대 선형 출력이 17 dBm으로 측

정 되었다. 이때 전력 이득은 20 dB로 측정 되었으며, 
PAE는 약 10.5%로 측정 되었다. 

Fig. 6 Chip photograph of the designed power amplifier.

Fig. 7 Measured gain, EVM, and PAE based on ouptut 
power.

Fig. 8 Measured spectrum mask at the EVM of 3.98%.

그림 8은 그림 7에서 보인 EVM 3.98% 조건 하에서

의 spectrum mask의 측정 결과이다. 이때, 2.4-GHz 
IEEE 802.11n WLAN 변조 신호를 사용하였으며,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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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64-QAM, 9.6-dB PAPR를 가지며, 20-MHz의 대

역폭을 가진다. 측정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EVM 3.98% 조건 하에서 IEEE 802.11n의 spectrum 
mask 기준을 만족 하였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동 구조의 CMOS 전력 증폭기에서

의 선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제

안하였다. 전력 증폭기 내부의 차동 신호간의 위상차를 

180°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차동 인덕터의 Center- 
tap의 위치를 보정하는 설계를 수행하였다. Center-tap
의 위치를 보정함으로서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구성하

였다.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는 구동 증폭단의 부

하 임피던스로 활용하였으며, 인덕터 내부에 비대칭적

으로 위치한 Center-tap를 통하여 구동 증폭단의 전원전

압을 인가하였다. 제안된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전력 증

폭기에서 적용하여 AM-to-AM 및 AM-to-PM 왜곡이 

각각 3.23 dB 및 3.86° 완화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비대칭 차동 인덕터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력 증폭기를 위한 선형화 기

술을 적용하지 않았다. 제안 된 비대칭 차동 인덕터를 

이용하여 2.4-GHz IEEE 802.11n 응용을 위한 RFCMOS 
전력 증폭기를 설계하여, EVM 5% 기준, 20 dB의 전력 

이득 및 17 dBm의 최대 선형 출력 전력을 측정을 통하

여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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