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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2.4-GHz CMOS 전력 증폭기의 저 출력 전력 영역에서의 전력 변환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중 

모드 증폭기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력 정합 회로 및 발룬의 역할을 하는 출력부 변압기의 1차 측을 두 개

로 나누고, 그 중 하나는 전력 증폭단의 출력부와, 나머지 하나는 구동 증폭단의 출력부와 연결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력 증폭기가 고 출력 전력 영역에서 동작 할 경우, 일반적인 전력 증폭기 동작과 동일하게 동작 하며, 
반대로 전력 증폭기가 저출력 전력 영역에서 동작 할 경우, 전력 증폭단은 작동을 하지 않으며, 구동 증폭단의 출력이 

전력 증폭기의 최종 출력부로 전달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 경우, 저출력 전력 영역에서는 전력 증폭단에서의 dc 전력 

소모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저출력 전력 영역에서의 전력 변환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구조는 

180-nm RFCMOS 공정을 통해 설계된 2.4-GHz 전력 증폭기의 측정을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We propose a 2.4-GHz CMOS power amplifier (PA) with a bypass structure to improve the power-added efficiency 
(PAE) in the low-power region. The primary winding of the output transformer is split into two parts. One of the primary 
windings is connected to the output of the power stage for high-power mode. The other primary winding is connected to 
the output of the driver stage for low-power mode. Operation of the high power mode is similar to conventional PAs. On 
the other hand, the output power of the driver stage becomes the output power of the overall PA in the low power mode. 
Owing to a turning-off of the power stage, the power consumption is decreased in low-power mode. We designed the 
CMOS PA using a 180-nm RFCMOS process. The measured maximum output power is 27.78 dBm with a PAE of 
20.5%. At a measured output power of 16 dBm, the PAE is improved from 2.5% to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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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모바일 시스템의 대중화에 따라 이를 지원

하기 위한 무선 통신 시스템용 고주파 회로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특히, 무선 단말의 대중화

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고

주파 회로를 CMOS 기반으로 설계하기 위한 시도가 활

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1-4]. 많은 의미 있는 연구 개발

을 통하여 상당 부분의 고주파 회로가 CMOS를 기반으

로 설계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CMOS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 증폭기의 경우, 선형성 및 전력 변환 효율 개선이

라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존재 한다 [5-7]. 
CMOS 전력 증폭기의 선형성의 경우, 디지털 전치 

왜곡 (digital pre-distortion (DPD)) 기술을 비롯하여 

anti-phase 기법 등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CMOS 
전력 증폭기의 전력 변환 효율 개선은 경우는 envelope 
tracking (ET) 기술이 학계 및 산업체에서 활발하게 연

구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제 상용 모바일 시스템에 

적용 되고 있다 [8]. 따라서 이와 같은 ET 기술은 고가의 

모바일 시스템에는 향후 필수적으로 적용 될 것으로 예

상 된다. 하지만, ET 기술은 많은 전력 소모를 하는 전력 

증폭기의 전원 전압 및 전류를 제어 하는 기술로서, 전
체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중저가의 모바일 시

스템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ET 기술이 매우 효과적으로 전력 변환 효율

을 개선 할 수 있는 수단지만, 여전히 전력 증폭기 자체

의 전력 변환 효율을 개선 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ET 및 DPD 와 같이 외부의 추

가적인 회로 혹은 시스템이 없이도 전력 증폭기 자체의 

전력 변환 효율을 개선 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술은 CMOS 전력 증폭기의 출력부 변압

기의 1차 측을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전력 증폭단의 출

력과, 나머지 하나는 구동 증폭단의 출력과 연결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체 전력 증폭기가 저 출력 

전력 영역에서의 전력 변환 효율이 개선 되도록 하는 연

구를 진행 하였다.

Ⅱ. 기존의 이중 모드 전력 증폭기

일반적인 전력 증폭기는 최고 출력 전력 영역에서의 

전력 변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력 전력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효율을 가

지며, 출력 전력이 감소함에 따라 전력 증폭기의 효율 

역시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무선 모바일의 사용 

환경은 전력 증폭기가 높은 출력 전력을 발생해야 하는 

경우 보다, 낮은 출력 전력을 발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 무선 모바일 시스템

의 밧데리 사용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 출력 전

력 영역에서의 전력 증폭기 효율 개선이 요구 된다. 

(a)

(b)
Fig. 1 block diagram of a dual-mode power amplifier: 
(a) split power stage and (b) bypass structures.

고주파 전력 증폭기의 저 출력 전력 영역에서의 효율 

개선을 위한 이중 모드 구조의 개념도를 그림 1에 도시

하였다. 그림 1(a)는 전력 증폭단이 고출력 전력용과 저 

출력 전력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이다. 그림 1(a)의 

구조는, 저출력 영역에서 동작 하는 경우 고출력 전력용 

전력 증폭단은 동작을 멈추게 되어 전체 전력 증폭기의 

dc 전력 소모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전력 증폭기의 효

율이 상승 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저출력 전력용 전력 

증폭단은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가지는 정합 회로와 연

결 되어 저 출력 영역에서의 효율을 더욱 상승 시키도록 

설계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는 정합 회로가 고출

력 전력용과 저출력 전력용으로 나뉘어 따로 설계 되어

야 하므로, 회로의 복잡도가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구동 증폭단의 경우, 고출력 전력용 전력 증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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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고 출력 전력용 전력 증

폭단의 기생 캐패시턴스 성분 때문에 충분한 출력 전력

을 발생 시켜야 한다. 
그림 1(b)는 바이패스 구조로서, 그림 1(a)의 구조와

는 달리 전력 증폭단은 하나로 구성되는 반면, 저출력 

전력 모드에서 전력 증폭단을 바이패스 할 수 있는 스위

치가 사용 된다. 이 구조의 경우, 저출력 전력 모드에서

는 전력 증폭단은 off 되며, 스위치가 on 되어, 구동 증폭

단의 출력 전력이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력으로 연결 되

도록 구성 된다. 저출력 전력 모드에서는 많은 dc 전력

을 소모하는 전력 증폭단이 off 됨에 따라 전체적인 효

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이패스 구

조는 스위치에서의 전력 손실로 인하여 전력 증폭단의 

출력 전력은 구동 증폭단의 출력 전력에 비하여 낮아지

게 된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스위치가 저출력 전력 모

드에서의 효율 개선 효과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존재

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바이패스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변형된 바이패스 구조로서, 3-포트 변압기를 

이용하는 CMOS 기반의 전력 증폭기가 소개 되었으나, 
대부분 선형 증폭기가 아닌 비선형 증폭기에 적용 되었

다 [9, 10]. 

Ⅲ. 제안하는 바이패스 구조의 전력 증폭기를 
위한 구동 증폭단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전력 증폭기의 저출력 전력 영

역에서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그림 1(b) 바이패스 구

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3-포트 변압기를 이용한 바이패스 구조의 전력 

증폭기를 위한 구동 증폭단의 구성을 보인 것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구동 증폭단은 기본적으로 캐스코드 구조

로 구성하여 구동 증폭단을 구성하고 있는 MOSFET의 

항복 현상을 완화 하였으며, 출력 임피던스의 증가로 전

압 이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출력 전력 모드에서는, 일반적인 캐스코드 구동 증

폭단과 마찬가지로, MCS,DRV 및 MCAS,DRV로 구성되는 캐

스코드 증폭단의 출력은 전력 증폭단을 구동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이 모드에서는 ML의 경우 VCG,L에 0 V를 

인가하여 전류가 도통 되지 않도록 제어 된다. 또한 고

출력 전력 모드에서는 전력 증폭단의 출력이 전체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력이 되며, 전력 증폭단은 높은 출력 

전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낮은 임피던스를 가지는 출력

부 정합 회로와 연결 된다. 이에 따라, 고출력 전력 모드

에서는 높은 출력 전력을 가지도록 설계 되며, 효율 역

시 최고 출력 전력 영역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도록 

최적화 된다. 
반면, MCS,DRV 및 ML로 구성되는 캐스코드 증폭단은 

저출력 전력 모드를 위한 것으로서 출력 전력은 전력 증

폭기의 출력부 정합회로로 연결 되도록 설계하였다.

Fig. 2 Simple schematic of proposed driver stage for 
bypass structure.

전체 전력 증폭기가 저출력 전력 모드로 동작하는 경

우는 VCG,DRV에는 0 V의 전압이 인가되며, VC,GL은 바이

어스 전압이 인가되어, 구동 증폭단의 출력이 ML을 지

나서 전력 증폭기의 출력부와 연결 되도록 하였다. 따라

서 저출력 전력 모드의 경우는 구동 증폭단의 출력 전력

이 전력 증폭기를 구동 하지 않고 전력 증폭기의 출력으

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구조이다. 이때, ML의 경

우는 그림 1(b)의 스위치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MCS,DRV

와 함께, 저출력 전력 모드에서의 캐스코드 증폭단을 구

성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하게 된다. 저 출력 전력 모

드의 경우, 구동 증폭단의 출력이 전체 전력 증폭기의 

출력이 되므로, 많은 대기 전류를 소모하는 전력 증폭단

을 턴-오프 시켜 전체 전류 소모량을 절감 할 수 있으므

로, 전체적인 효율을 증가 하게 된다. 또한 ML의 드레인 

노드는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가지는 정합 회로부와 연

결 되도록 하여, 저출력 영역에서의 효율이 개선 되도록 

설계 하였다. 
기존의 바이패스 구조의 경우, 저출력 전력 모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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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는 구동 증폭단의 출력이 전력 증폭단을 바이패

스하여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력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제안하는 바이패스 구

조의 경우, 스위치로 사용된 ML은 기존의 스위치 역할

을 수행함과 동시에 MCS,DRV와 함께 캐스코드 구조를 형

성 하여, 저출력 전력 모드에서의 구동 증폭단의 출력 

임피던스를 증가 시켜 전력 이득이 상승하고, 효율이 증

가 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또한, ML이 공통-게
이트 트랜지스터로 활용됨에 따라, 저출력 전력 모드에

서 MCS,DRV의 드레인-소스 간 전압 강하를 완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 

Fig. 3 Simple schematic of dual-mode CMOS power 
amplifier using proposed bypass structure.

Ⅳ. 제안하는 3-포트 변압기를 이용한 바이패스 
구조의 전력 증폭기

그림 3은 앞서 제안한 구동 증폭단 및 3-포트 변압기

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바이패스 구조의 전력 증폭기 회

로도를 보인 것이다. 회로도에서와 같이 전력 증폭기의 

출력부는 1차 측이 두 개 및 2차 측 한 개로 구성되는 3-
포트 변압기로 구성된다. 3-포트 변압기의 두 개의 1차 

측 중 하나의 1차 측은 전력 증폭기의 출력과 연결 되며, 
나머지 하나의 1차 측은 ML 및 MCS,DRV로 구성되는 캐

스코드 증폭단의 출력부와 연결 된다. 
고출력 전력용 1차 측의 경우는 전력 증폭단이 높은 

출력 전력을 발생 시키도록 낮은 입력 임피던스를 가져

야 한다. 반면, 저출력 전력용 1차 측의 경우는 구동 증

폭단의 출력 전력이 낮게 형성되는 반면, 전력 변환 효

율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가지

도록 설계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4에서와 같이 저출

력용 1차 측을 변압기의 최 외곽에 배치하여 높은 인덕

턴스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고출력용 1차 측을 변압기

에 가장 안쪽에 배치하여 낮은 인덕턴스를 가지도록 하

였다. 또한 2차 측은 두 개의 1차 측 사이에 배치 되록 하

여, 모드에 따라 각각의 1차 측으로부터 자기적 결합이 

높게 형성 하였다. 그림 4에서 보인 3-포트 변압기는 추

가적인 MIM 캐패시터와 함께 출력부 정합 회로의 역할 

및 차동 신호를 단일 종단 신호로 변환하는 balun의 역

할을 동시에 수행 한다. 

Fig. 4 Layout of the designed three-port transformer.

그림 3에서 보인 회로도에서, 두 개의 출력 노드를 가

지는 구동 증폭단의 경우, 고출력 전력 모드에서 활성화 

되는 MCAS,DRV 및 MCS,DRV로 구성되는 캐스코드 증폭단

의 출력은 전력 증폭단의 입력부와 연결된다. 또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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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전력 모드에서 활성화 되는 ML 및 MCS,DRV로 구성

되는 캐스코드 증폭단은 높은 부하 임피던스를 확보하

여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line 인덕터를 통하여 3-포
트 변압기의 저출력 전력용 1차 측으로 연결 된다. 

Fig. 5 Simulation results of ZL,High and ZL,Low.

그림 5는 그림 4에서 보인 3-포트 변압기의 Electromagnetic 
(EM)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그림 3의 ZL,Low와 

ZL,High의 값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결

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출력 전력 모드를 

위한 ZL,High 의 값이 저출력 전력 모드를 위한 ZL,Low 의 값

에 비하여 낮게 형성 되는 것은 알 수 있다.

Ⅴ. 측정 결과

그림 6은 제안하는 3-포트 변압기를 이용한 바이패스 

구조의 2.4-GHz 전력 증폭기를 설계한 칩 사진을 보인 

것이다. 여섯 개의 금속 층을 제공하는 180-nm RF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전체 집적회로

의 크기는 테스트용 pad 및 입출력 정합회로 모두를 포

함하여 1.2 ⨯ 1.5 mm2 이다. 전원 전압은 3.3 V를 사용

하였으며, 입력 및 출력부의 임피던스는 50 Ω 으로 설정 

하였다. 측정을 위하여 FR4 기판을 이용하여 Chip-on- 
Board (CoB) 형태로 측정 샘플을 구성하였으며, 입력 

신호, 출력 신호 및 dc 전압 인가를 위하여 Bond-wire를 

이용하였다. 

Fig. 6 Chip photograph of the designed power amplifier.

그림 7은 제작된 2.4 GHz CMOS 전력 증폭기의 전류 

소모 측정값을 보인 것이다. 저출력 전력 모드에서는 구

동 증폭단의 MCAS,DRV가 off 되며, VCG,PW을 0V로 하여 

전력 증폭단 역시 off 되어, 고출력 전력 모드 대비 전류 

소모량이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은 저출력 전력 모드 및 고출력 전력 모드에서

의 전력 이득 및 PAE를 출력 전력에 따라 측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출력 전력이 감소

함에 따라 전체 전력 증폭기의 효율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출력 전력 16 dBm 기준으로 비교 해 볼 

때, 저 출력 전력 모드는 고 출력 전력 모드 대비 약 

10.2%p의 효율 증대를 확인 하였다. 10.2%p의 개선된 

결과는 2.4-GHz 대역의 WLAN 응용을 위한 기존의 연

구 결과에 비하여 높은 개선 폭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11]. 이는 앞서 보인 그림 7과 같이 저 출력 전력 모드에

서의 전류 소모량 감소에 기인 한다. 또한, 저 출력 전력 

모드에서는 전력 증폭단이 off 되므로, 전력 이득 역시 

감소하며, 고출력 전력 모드 대비 약 13.7 dB의 전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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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확인 하였다. 고출력 전력 모드에서의 최고 출력은 

27.78 dBm 이며, 이때 PAE는 약 20.5%로 측정 되었다. 

Fig. 7 Measured current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output power.

Fig. 8 Measured gain and PAE according to the output 
power.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CMOS 전력 증폭기에서 저 출

력 전력 영역에서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바이패스 구

조를 제안 하였다. 제안 하는 바이패스 구조는 구동 증

폭단의 캐스코드 MOSFET을 두 개로 분리 시켜, 저 출

력 전력 모드에서는 구동 증폭단의 출력 전력이 전체 전

력 증폭기의 출력 전력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1차 

측이 두 개인 3-포트 변압기를 출력 정합 회로부에 사용

하여, 하나의 1차 측에는 전력 증폭단의 출력부를 연결 

하였으며, 나머지 하나의 1차 측에는 구동 증폭단의 출

력부가 연결 되도록 하여, 저 출력 전력 모드 시에는 전

력 증폭단이 off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저 출력 전력 

모드에서는 전력 증폭단에서의 전류 소모를 원천적으

로 제거하여 저 출력 전력 영역에서의 효율을 개선 시켰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80-nm RF CMOS 공정을 이

용하여 실제 전력 증폭기를 설계하였으며, 측정 결과 저 

출력 전력 영역인 16 dBm 의 출력 전력에서 약 10.2%p
의 효율 개선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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