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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RF CMOS 180-nm 공정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 기기에서 quad-band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 증폭기

를 설계하였다. 제안한 전력증폭기는 low-band인 0.9,1.8,2.4 GHz 와 high-band인 5 GHz 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입

력 정합회로에서는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대 선형 전력 확보를 위해 출력 정합회로

는 각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력 정합지점으로 임피던스 변환을 진행하였다. 제안한 전력증폭기는 무선 통신 변조 신

호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Long-term evolution(LTE) 10 MHz 변조 신호를 이용하여 0.9 GHz 및 1.8 GHz 를 측정하

였으며, 이때 출력 전력은 각각 23.55 dBm 및 24.23 dBm으로 측정 되었고, 20 MHz 변조 신호를 사용한 경우, 1.8 
GHz에서 출력 전력 22.24 dBm 이 측정되었다. Wireless local area network(WLAN) 802.11n 변조 신호를 이용하여 

2.4 GHz 및 5.0 GHz 대역을 측정하였으며, 출력 전력은 20.58 dBm 및 17.7 dBm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 power amplifier to support quad-band in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using RF CMOS 
180-nm process. The proposed power amplifier consists of low-band 0.9, 1.8, and 2.4 GHz and high-band 5 GHz. We 
proposed a structure that can support each input matching network without using a switch. For maximum linear output 
power, the output matching network was designed for impedance conversion to the power matching point. The fabricated 
quad-band power amplifier was verified using modulation signals. The long-term evolution(LTE) 10 MHz modulated 
signal was used for 0.9 and 1.8 GHz, and the measured output power is 23.55 and 24.23 dBm, respectively. The LTE 
20 MHz modulated signal was used for 1.8 GHz, and the measured output power is 22.24 dBm. The wireless local area 
network(WLAN) 802.11n modulated signal was used for 2.4 GHz and 5.0 GHz. We obtain maximum linear output power 
of 20.58 dBm at 2.4 GHz and 17.7 dBm at 5.0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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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모바일 시장 성장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data rate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 문제해결과 더불어 높은 데이

터 전송 속도가 요구되고 있다[1,2]. 이를 위해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CDMA), long-term 
evolution (LTE)뿐만 아니라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그리고 새로운 통신규격인 5G 기술 역시 하

나의 무선 단말기 내에서 모두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무선기기 내에서는 더 이

상 특정한 하나의 주파수 혹은 하나의 통신 규격만을 다

루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대역을 넘어 다중 대역을 

다루는 RF 송수신단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8]. 
특히 무선 통신 단말기의 송신부에 사용되는 전력증

폭기는 가장 전력 소모가 많고 칩 면적이 크다. 따라서 

여러 개의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전

력소모, 복잡성 및 면적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무선통신 규격으로 사용하는 WCDMA, LTE 그리고 

WLAN 등은 선형성 역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다중대

역과 동시에 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대역 기술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 [9-12].
본 논문에서는 RF CMOS 180-nm 공정을 사용하여 

무선 모바일 기기에 필수적인 무선 통신 규격을 지원하는 
주파수 대역인 0.9/1.8/2.4/5.0GHz를 지원하는 quad-band 
전력증폭기를 설계하였다. 입력 정합회로는 성능 저하

를 줄이기 위해 가변소자 혹은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도

록 설계하였으며, low-band 에서는 동시에 0.9/1.8/2.4 
GHz 대역을 지원하고, high-band에서는 대역폭이 넓은 

5.0 GHz 대역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출력 정합회로는 load-pull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 매

칭을 위한 각 주파수별 최적의 임피던스 변환을 위한 구

조를 제안하였으며, 고조파 왜곡의 영향으로 생기는 성

능 저하를 개선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가변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하여 quad-band 전력 증폭기를 제안하였다. 

Ⅱ. Quad-band 전력 증폭기 설계

일반적으로 CMOS 공정을 사용하는 전력 증폭기는 

소자 특성상 화합물 반도체 대비 고주파 전력 이득이 낮

기 때문에 차동 구조를 사용하여 설계 한다 [13]. 이런 

이유로 입력 및 출력 신호를 단일에서 차동 신호로 혹은 

그 반대로 바꿔주기 위해 입력 및 출력 정합회로에서 변

압기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각각 하나의 변압

기를 사용하여 가변 없이 0.9, 1.8, 2.4 GHz를 동시에 지

원하고, 약 1.0 GHz의 대역폭을 갖는 5.0 GHz를 위한 입

력 정합회로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최대 전력 전달을 위

해 각 주파수별 load-pull을 통해 전력 정합 임피던스를 

고려한 출력 정합회로를 설계하였다.

2.1. 입력 정합회로 설계

입력 정합회로는 전력증폭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RF 
신호로부터 입력 신호를 증폭 단으로 손실 없이 최대로 

전달해야한다. 따라서 quad-band 전력증폭기를 위해서

는 기존의 연구들처럼 출력 정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13-15], 신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입력 정합

회로의 conjugate 정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은 제안한 입력 정합회로를 나타내었다. 추가 

가변 없이 넓은 대역폭의 특성을 갖는 입력 정합회로 설

계를 위해서, 낮은 Q-factor를 갖는 변압기와 LC-section
을 사용하였다. 그림 2(a)에 low-band와 그림 2(b)에 

high-band에 설계 된 변압기 구조를 나타내었다. 변압기

에서 Q-factor는 0.9, 1.8, 2.4, 5.0 GHz에서 각각 4.9, 6.6, 
6.3, 8.4 이다. 그리고 LC-section은 변압기 1차 측에 추

가하였으며, 이때 low-/high-band에서 사용한 인덕턴스

와 커패시턴스는 각각 0.43 nH, 0.37 nH와 3.0 pF, 1.25 
pF 이다.

Fig. 1 Input matching networ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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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Input transformer structure (a) low-band and (b) 
high-band.

Fig. 3 Simulation results of normalized input matching 
network impedance.

그림 3에 설계 된 입력 정합 회로의 임피던스 시뮬레

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Zin,1은 입력 정합

회로에서 바라다 본 임피던스를 나타내었고, Zin,2는 변

압기를 고려한 임피던스, Zin,3은 변압기 1차측에 추가

되는 직렬 인덕터를 고려한 임피던스, 마지막으로 Zin,4

에는 병렬 캐패시터를 고려한 임피던스를 나타내었다. 
입력 매칭 네트워크는 conjugate 정합을 통해 넓은 대

역폭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때 0.9, 1.8, 2.4, 그리고 

5.0 GHz 에서 최종 임피던스는 각각 58.12+j34.02 Ω, 
25.31+j6.84 Ω, 43.24-j11.25 Ω,그리고 49.30+j7.10 Ω이다.

2.2. 출력 정합회로 설계

Fig. 4 Simulation results of harmonic distortion output 
load voltage waveform at 0.9 GHz.

출력 정합회로 설계 시, 가장 좋은 정합회로 설계는 

지원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에 맞춰 임피던스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다중대역을 지원하는 전력

증폭기의 경우 동시에 서로 다른 주파수가 원하는 임피

던스 지점으로 가변이 되어야 하며, 이때 지원하고자 하

는 주파수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이 

문제는 입력신호가 비선형성 특성을 가지는 트랜지스

터를 통해 증폭이 될 때, 식(1)에 의해 고조파 왜곡이 발

생하게 된다.

 




 




cos












(1)

오른쪽 첫째 항은 비선형성으로부터 발생한 DC의 양

이고, 둘째 항은 fundamental, 세 번째 항은 2차 고조파

이며, 넷째 항은 3차 고조파이다. 만약 동시에 지원하고

자 하는 주파수 및 그것의 고조파 주파수 모두 이득을 

가지게 된다면, 출력은 식(1)에 의해 fundamental 뿐만 

아니라 고조파 까지 동시에 증폭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조파 성분으로 인한 출력 파형 왜곡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성능 저하를 야기 시키게 된다. 이를 그림 4에 나타

내었다. 즉, 0.9 GHz 동작 시 1.8 및 2.4 GHz가 고조파 

성분으로 보이게 되어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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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band 출력 정합회로에서 0.9 GHz 동작 시, 파형 왜

곡 현상을 해결하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가변소자 혹은 

스위치 사용이 필요하다. 
전력 증폭기의 경우 입력 신호의 최대 전력 수신을 위

해 입력 정합 회로의 경우, conjugate 정합을 중점으로 

설계 하게 된다. 그러나 출력 매칭 네트워크 설계의 경

우 최대 전력 전달을 위해 전력 정합 임피던스 또한 고

려해야한다. 따라서 load-pull을 통해 최적의 임피던스

를 찾고, 최적의 지점으로의 임피던스 변환을 위한 출력 

정합회로를 설계하였다.

Fig. 5 Simulation results of each frequency load-pull 
impedance.

그림 5에 load-pull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최대 전

력을 갖는 임피던스는 0.9, 1.8, 2.4, 5.0 GHz에서 각각 

43.20+j 10.65 Ω, 21.85+j2.90 Ω, 20.7-j0.01 Ω 및 

30.45-j11.25 Ω이다. 따라서 최대의 성능을 위해서는 출

력 정합회로를 통해 임피던스 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6에 여기서 사용 된 출력 변압기구조를 타나내

었다. 전력 증폭기에서 출력 변압기는 높은 Q-factor를 

달성하기 위해 1:1 및 1:2 턴을 사용한다[16]. 그림 6(a)
는 low-band 변압기의 구조로,0.9,1.8,2.4 GHz를 지원한

다. 이때 변압기의 손실은 0.9,1.8,2.4 GHz 각각 3.47, 
2.51,2.49 dB 이고, 0.9 GHz 동작 모드에서는 스위치가 

ON이 되어 캐패시턴스가 추가된다. 
그림 6(b)는 high-band 변압기의 구조이다. 5.0 GHz 

802.11n WLAN 어플리케이션은 전력 증폭기로부터 약 

1 GHz의 대역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4.8
부터 5.8 GHz 까지 손실이 2.59~2.64 dB 인 변압기를 설

계하였다. 따라서 low-band와 마찬가지로 넓은 대역폭

을 위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a)

(b)
Fig. 6 Output transformer structure (a) low-band and 
(b) high-band.

Fig. 7 Simulation results of output matching network 
impedance transformation.

그림 7에 제안한 출력정합 회로를 사용한 임피던스 

변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변압기를 사용하

여 검은색 부호의 위치로 변환을 한 후, 정합을 위해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병렬 캐패시터를 low-band는 C2,LB 
및 C3,LB, high-band는 C3,HB를 사용하여 회색 부호 위치

로 변환을 한다[17,18]. High-band 의 경우 파란 오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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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가 최종 임피던스 변환 위치가 되며, 이때의 임피던

스는 28.5-j0.5 Ω이다. 스위치를 사용하는 low-band의 

경우 ON/OFF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스위치가 

OFF 인 경우의 1.8,2.4 GHz의 최종 임피던스 변환 위치

는 각각 파란색 동그라미 및 삼각형 부호로 나타내었으

며, 이때 임피던스는 각각 36.9-j10.65 Ω 및 23.2-j3.7 Ω
이다. 마지막으로 스위치가 ON이 될 때 0.9 GHz의 위치

는 빨간색 사각형에서 파란색 사각형 부호로 임피던스

가 변환이 되며, 이때의 임피던스는 32.35+j5.95 Ω 이다.

Fig. 8 Schematic of the quad-band power amplifier.

설계한 quad-band 전력 증폭기 회로도를 그림 8에 나

타내었다. 제안한 입력 및 출력 정합 네트워크를 사용하

였으며, 회로의 안정도 및 선형성 개선을 위해 RC 
feedback을 사용하였다. 실제 모듈 구성을 위해 PCB 위
에 wire-bonding을 통해 동작하는 전력증폭기 특성을 

고려하였다.
그림9에 S-parameter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Low-band PA의 경우 스위치 OFF 상태일 때 1.8, 2.4 
GHz를 지원하게 된다. 이때의 S11, S22 및 이득은 각각 

-8.31, -7.59및 18.4 dB, 그리고 -10.8, -7.22, 및 16.3 dB 
이다. 스위치 ON상태일 때 0.9 GHz를 지원하게 되며, 
이때의 S11, S22 및 이득은 각각 –9.86 -7.45및 19.9 dB

이다. 스위치가 ON 상태가 됨에 따라 S22와 이득의 경

우 약 4, 2.5 dB의 성능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high-band PA의 경우 5.0 GHz를 지원하고 이때의 

S11, S22 및 이득은 각각 –17.4, -4.25, 12.3 dB이다.

Fig. 9 Simulation results of S-parameters.

Ⅲ. 제작 및 측정

제안한 quad-band 전력증폭기는 RF CMOS 180-nm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으며, 그림 10에 이를 나타내

었다. 

Fig. 10 Quad-band power amplifier chip photograph.

전체 전력 증폭기 크기는 패드를 모두 포함하여 1.94 
× 1.4 mm2이다. 출력정합회로의 스위치는 0.9 GHz를 

지원하기 위한 low-band PA에 설계하였다. 이때 스위치는 
ON 상태의 저항과 OFF 상태의 캐패시턴스 및 breakdown 
문제를 고려하여 2-stack으로 제작하였고, 트랜지스터

의 게이트 폭은 1.024 mm 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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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easured S-parameters.

(a)

(b)
Fig. 12 Measured (a) gain, PAE and ACPR and (b) 
constellation of the quad-band PA for LTE 10 MHz 
modulated signals at 0.95 GHz. 

그림 11은 S-parameter 측정결과로 0.9,1.8,2.4,5.0 
GHz에서의 S11, S22 및 이득은 각각 -9.07, -8.52, 16.88 
dB, -10.69, -7.53, 17.77 dB, -12.27, 5.59, 14.97 dB 및 

-8.37, -7.11, 12.93 dB, 이다. 제안한 quad-band 전력 증

폭기의 대역폭 특성을 확인하는 3-dB 대역폭은 low- 
band에서 1.64 GHz로 이때의 비 대역폭 (Fractional 
bandwidth)은 100%이고, 5 GHz에서 0.93 GHz로 이때

의 비대역폭은 20.3%이다.

3.1. 0.9 GHz-band 측정결과

제안한 quad-band 전력증폭기의 0.9 GHz 대역 성능

을 검증하기 위해 LTE 10 MHz 변조 신호를 사용하였으

며, 이때 전원전압은 3.3 V 이다. 
그림 12에 0.95 GHz에서 LTE 10 MHz 신호를 사용

하여 측정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30 dBc의 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ACLR)을 만족하는 범위에서의 

최대 선형 출력 전력은 23.55 dBm, power added efficiency 
(PAE)는 11.8%이다.

3.2. 1.8 GHz-band 측정결과

제안한 quad-band 전력증폭기의 1.8 GHz 대역 성능

을 검증하기 위해 LTE 10/20 MHz 변조 신호를 사용하

였으며, 이때 전원전압은 3.6 V 이다.
그림 13에 1.8 GHz에서 LTE 10/20 MHz 신호를 사용

하여 측정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30 dBc의 ACLR을 

만족하는 범위에서의 LTE 10 MHz의 최대 선형 출력 전

력은 24.23 dBm, PAE는 25.01%고, LTE 20 MHz의 최

대 선형 출력 전력은 22.24 dBm, PAE는 20.67%이다.

3.3. 2.4 GHz-band 측정결과

제안한 quad-band 전력증폭기의 2.4 GHz 대역 성능

을 검증하기 위해 WLAN 802.11n 64-QAM 변조 신호

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전원전압은 3.3 V 이다.
그림 14에 2.4 GHz에서 WLAN 802.11n 64-QAM 신

호를 사용하여 측정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3.98%의 

error vector magnitude (EVM)을 만족하는 범위에서의 

최대 선형 출력 전력은 20.58 dBm 이고, 이때의 PAE는 

18.67%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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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 13 Measured (a) gain, PAE and ACPR, (b) LTE 
10 MHz constellation and (c) LTE 20 MHz constellation 
of the quad-band PA for modulated signals at 1.8 GHz.

3.4. 5.0 GHz-band 측정결과

제안한 quad-band 전력증폭기의 5.0 GHz 대역 성능

을 검증하기 위해 WLAN 802.11n 64-QAM 변조 신호

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전원전압은 3.3 V 이다. 
그림 15에 5.0 GHz에서 WLAN 802.11n 64-QAM 신

호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3.98%의 

EVM을 만족하는 범위에서의 최대 선형 출력 전력은 

17.7 dBm 이고, 이때의 PAE는 15.1%이다.
표1에 본 논문의 전력 증폭기와 기존 연구 된 다중대

역 전력 증폭기의 성능을 비교한 표를 나타내었다. 

(a)

(b)
Fig. 14 Measured (a) gain, PAE and EVM and (b) 
constellation of the PA for WLAN 802.11n modulated 
signals at 2.4 GHz. 

(a)

(b)
Fig. 15 Measured (a) gain, PAE and EVM and (b) 
constellation of the PA for WCDMA modulated signals 
at 2.4 GHz.

 Technology (nm) No. of Bands Frequency(GHz) Pout (dBm) PAE (%) Modulation

This work CMOS 180-nm 4

0.95 23.55 11.8 LTE 16-QAM, 10 MHz, -30 dBc
1.8 24.23/22.24 25.01/20.67 LTE 16/64-QAM, 10/20 MHz, -30 dBc
2.4 20.58 18.67 802.11n 64-QAM, 20 MHz, 3.98%
5.0 17.7 15.1 802.11n 64-QAM, 20 MHz, 3.98%

[6] CMOS 40-nm 2
0.65 18.2 -

802.11n 64-QAM, 20 MHz, 2%
0.88 18.4 -

[8] CMOS 110-nm wide 1.8-2.3 27.3 26.1-33 LTE 16-QAM, 10 MHz, -30 dBc

[11] CMOS 180-nm 2
3.1 24.3 33.4

CW
8.1 21 7.7

Table. 1 Comparison of CMOS Multi-band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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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 RF CMOS 180-nm 공정을 사용하여 

quad-band에서 동작하는 전력증폭기를 제안하였다. 설
계 된 quad-band 전력증폭기는 제안된 입력 정합회로를 

통해 추가적인 가변을 사용하지 않고 low-band 및 high- 
band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출력 정합회

로의 로드 임피던스 변환 및 low-band PA의 출력정합회

로의 스위치 ON/OFF를 통해 각 대역에서의 최적의 전

력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LTE 10/20 MHz 및 WLAN 802.11n 변조 신호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제작 된 quad-band 전력증폭기의 성능

은 0.95 GHz의 LTE 10 MHz에서 23.55 dBm의 출력전

력과 11.8%의 PAE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1.8 GHz의 

LTE 10 MHz에서 24.23 dBm의 출력전력과 28.64%의 

PAE, LTE 20 MHz에서 22.24 dBm의 출력전력과 23%
의 PAE를 확인하였다. WLAN 802.11n을 사용한 2.4 
GHz에서 20.58 dBm의 출력전력과 15%의 PAE를 확인

하였으며, 5.0 GHz에서 17.7 dBm의 출력전력과 15.1%
의 PAE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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