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B 1/04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4월07일
10-0480496
2005년03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2-0071537 (65) 공개번호 10-2004-0043306
(22) 출원일자 2002년11월18일 (43) 공개일자 2004년05월24일

(73) 특허권자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72) 발명자 김범만
경상북도포항시남구지곡동교수아파트C동1005호

양영구
경상북도포항시남구지곡동포항공대기숙사2-102

(74) 대리인 장성구
김원준

심사관 : 김봉섭

(54)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는 하나의 입력 신호를 제 1, 2 신호로 분할시키는 스플리터와, 입
력신호의 전력레벨에 따라 동작모드를 달리하여 바이어스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1,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와, 제 1바이
어스 제어 네트워크의 바이어스 신호에 따라 저전력 레벨에서 아이들 전류 소모를 줄이고, 고전력 레벨에서 AB급 증폭기
로 동작하여 상기 제 1신호를 증폭하는 캐리어 증폭기와, 제 2아비어스 제어 네트워크의 바이어싱 신호에 따라 저전력 레
벨에서 오프되며, 고전력 레벨에서 AB급 증폭기로 동작하여 상기 제 2신호를 증폭하는 피킹 증폭기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신호 증폭 장치는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의 특성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단순화시킴으로써, 신호 증폭 장치를 소
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다른 신호 증폭 장치는 입력 신호의 고전력 또는 저전력 레벨에 따라 바이어스 신호를 다르게 발생시켜 도
허티 증폭기를 제어함으로써, 고효율과 고 선형성을 갖는 신호 증폭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도허티 증폭기를 나타내는 회로도,

도 2는 본 발명에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를 나타내는 회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의 효율 곡선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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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스플리터 110 : 보상부

120 : 제 1전송라인 200 : 도허티 증폭기

210 : 캐리어 증폭기 220 : 피킹 증폭기

300 : 제 1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

310 : 제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

400 :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신호 증폭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도허티 증폭기의 효율을 개선함과 아울러 소형화시켜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력 증폭기로 적합한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CDMA에 기반을 둔 이동 통신 시스템과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력 증폭기는 고선형성과 고효율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서 고효율의 특성은 단말기에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늘리며 사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발열의 문제를 해결하
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구 조건이다.

특히,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이 대부분 낮은 출력 전력을 이용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효율을 높이는데 상
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을 갖는 증폭기 중에서 도허티 증폭기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전력 증
폭기로 인식된다.

상기 도허티 증폭기는 전송선로를 사용해서 캐리어(carrier) 증폭기와 피킹(peaking) 증폭기를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
으로써, 전력 레벨에 따라 피킹 증폭기로부터 부하로 출력되는 전류의 양을 달리하며, 이에 따라 캐리어 증폭기의 부하 임
피던스를 조절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허티 증폭기는 비교적 선형성이 불량하며, 그 선형성은 증폭기의 효
율에 역비례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이용하여 종래의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
한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증폭 장치는 스플리터(10), 전송선로(15), 도허티 증폭기(20), 제 1부하라인(30), 제 2부하라
인(40)을 포함하며, 도허티 증폭기(20)는 일반적인 증폭기와 다름없는 정합부(21, 21')와 트랜지스터(22, 22')로 구성된 캐
리어 증폭기(23) 및 피킹 증폭기(24)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신호 증폭 장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입력 신호는 스플리터(10)에 의해서 두개의 신호로 분할되어 도
허티 증폭기(20)에 입력되는데, 두개의 신호 중에서 하나의 신호는 캐리어 증폭기(23)에 입력되고 다른 하나의 신호는 전
송선로(15)를 통해 피킹 증폭기(24)에 입력된다. 이때, 전송선로(15)는 피킹 증폭기(24)에 입력되는 신호를 90°지연시켜
캐리어 증폭기(23)에 입력되는 신호와의 지연시간 차이를 보상시킨다.

캐리어 증폭기(23)와 피킹 증폭기(24)의 트랜지스터(22, 22')는 입력 신호의 전력 레벨에 관계없이 기 설정된 베이스
(base) 바이어스 전압을 수신하며, 피킹 증폭기(24)는 베이스 바이어스 전압에 의해서 구동되어 입력 신호의 전력 레벨에
따라 제 2부하라인(40)에 전류를 공급한다. 제 2부하라인(40)에 공급되는 전류량이 변경됨에 따라 캐리어 증폭기(23)의
출력단에 위치한 제 1부하라인(30)의 임피던스는 조절되고, 이에 따라 도허티 증폭기(20)의 효율이 조절된다.

이때, 캐리어 증폭기(23)와 피킹 증폭기(24)의 출력단에 위치한 제 1, 2부하라인(30, 40)에는 Zm과 Zb의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전송선로를 사용하여 피킹 증폭기(24)에서 제 2부하라인(40)에 공급되는 전류량에 따라 제 1부하라인(30)의 임
피던스는 변환된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캐리어 증폭기(23)와 피킹 증폭기(24)로부터의 출력 신호들은 공통 노드와 같은 조합회로(50)에
서 결합되어 출력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는 도허티 증폭기의 출력단에 위치한 Zm과 Zb의 특성 임피던

스를 갖는 전송라인을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50옴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회로의 크기가 커져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
력 증폭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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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호 증폭 장치는 입력 신호의 전력 레벨에 관계없이 일정한 바이어스 전압을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에 공급
하기 때문에 넓은 동적 범위의 제어가 필요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력 증폭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입력 신호의 전력 레벨에 따라 서로 다른 바이어
스 신호를 도허티 증폭기에 공급하여 저전력과 고전력 레벨에서 고선형성과 고효율을 이룰 수 있으며, 도허티 증폭기의 출
력단에 위치한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의 특성 임피던스를 조절을 통해 소형화가 가능한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신호 증폭 장치에 있어서, 하나의 입력 신호를 제 1, 2경로로 분할시키는
스플리터와, 상기 입력신호의 전력레벨에 따라 동작모드를 달리하여 바이어스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1,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와, 상기 제 1경로상에 위치하여 상기 제 1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의 바이어스 신호에 따라 저전력 레벨에서 아
이들 전류 소모를 줄이고, 고전력 레벨에서 AB급 증폭기로 동작하는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제 2경로상에 위치하여 상기
제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의 바이어스 신호에 따라 저전력 레벨에서 오프되며, 고전력 레벨에서 AB급 증폭기로 동작하
는 피킹 증폭기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에서 증폭된 신호들을 정합시켜 출력하는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를 포
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다수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
명하기로 한다. 이 기술 분야의 숙련자라면 이 실시 예를 통해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를 나타내는 회로도이고, 도 3은 본 발
명에 따른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의 효율 곡선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증폭 장치는 스플리터(100), 보상부(110), 제 1전송라인(120), 도허티 증폭기(200), 제 1, 2
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00, 310) 및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400)를 포함하며, 도허티 증폭기(200)는 일반적인 증폭기와
동일한 구조인 입력 정합(211, 221), 드라이브 단 트랜지스터(212, 222), 인터-스테이지 정합(inter-stage
matching)(213, 223), 출력단 트랜지스터(214, 224) 및 출력 정합 네트워크(215, 225)로 이루어진 캐리어 증폭기(210)와
피킹 증폭기(220)를 포함한다.

여기서 도허티 증폭기(200)를 구성하는 캐리어 증폭기(210)와 피킹 증폭기(220)의 구조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 2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2-스테이지(stage)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싱글-스테이지(single-stage)나 그 이
상의 스테이지의 구조를 가져도 무관하다.

스플리터(100)는 전송 선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윌킨슨 형태로 구현되거나 수동 소자를 이용하여 구현되어 하나의 입력
신호를 두 개의 경로로 분할하여 제 1경로와 제 2경로로 출력하는데, 제 1경로에는 캐리어 증폭기(210)가 있으며 제 2경
로는 피킹 증폭기(220)가 있다. 그리고 제 1경로로 출력된 신호는 캐리어 증폭기(210) 앞단에 보상부(110)로 입력되고,
제 2경로로 출력된 신호는 제 1전송선로(120)를 통해 피킹 증폭기(200)에 입력된다.

보상부(110)는 저항으로 이루어진 수동 소자 또는 VGA(Variable Gain Amplifier)와 같은 능동 소자로 구현되며, 제 1경
로 상의 캐리어 증폭기(210) 입력단에 위치하여 스플리터(100)로부터의 입력 신호를 감쇠시켜 캐리어 증폭기(210)에 출
력하며, 신호 감쇠를 통하여 제 1, 2경로간의 이득차이를 보상한다.

본 발명에서는 보상부(110)가 제 1경로의 캐리어 증폭기(210) 입력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제 2경
로상의 피킹 증폭기(220) 입력단에 위치하여도 제 1,2경로간의 이득차이를 보상한다.

제 1전송선로(120)는 제 2경로의 피킹 증폭기(220)와 스플리터(100) 사이에 위치하여 제 1,2경로로 출력되는 신호들간의

지연시간과 위상의 차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특성 임피던스 RiP를 가지며 앵글(angle) 를 갖는 옵셋(offset) 전송라인

이다.

제 1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00)는 입력 신호의 전력레벨에 따라 서로 다른 제어 전압이 인가되는 VcontC핀과 VcontC
핀에 인가되는 제어 전압에 따라 서로 다른 바이어스 전압을 캐리어 증폭기(210)에 공급하는 VrefC 핀을 가지고, 제 2바
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10)는 VcontC와 동일한 전압이 인가되는 VcontP와 VcontP에 인가된 전압에 따라 서로 다른 베
이스 바이어스 제어 전압을 피킹 증폭기(220)에 공급하는 VrefP 핀을 갖는다. 또한 제 1,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00,
310)는 VcontC핀, VcontP핀에 인가되는 제어전압에 따라 동작모드를 변경하고, 동작모드에 따라 서로 다른 바이어스 전
압을 발생시켜 VrefC, VrefP 핀을 통해 캐리어 증폭기(210)와 피킹 증폭기(220)에 공급한다.

VcontC핀과 VcontP핀에 인가되는 제어전압은 입력 신호의 전력레벨에 따라 변경되는데, 그 예로서 입력 신호가 기 설정
된 문턱 전력 이하인 경우에 2∼3V의 고전압이 제 1,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00, 310)에 인가되고, 입력 신호가 기 설
정된 문턱 전력 이상의 값을 갖으며 0V의 낮은 전압이 제 1,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00, 310)에 인가된다.

제 1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00)는 VcontC핀에 고전압이 인가될 때 저전력을 위한 동작모드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VrefC핀을 통해 캐리어 증폭기(210)로 공급되는 바이어스 전압을 감소시켜 트랜지스터(212, 214)들의 콜렉터 아이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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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감소시킨다. 제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10)는 VcontP핀에 고전압이 인가될 때 저전력을 위한 동작모드로 변경하
되, VrefP핀을 통해 바이어스 전압으로 피킹 증폭기(220)의 트랜지스터(222, 224)를 바이어싱하여 피킹 증폭기(220)를
오프(off)시킨다.

제 1,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00)는 VcontC핀과 VcontP핀에 저전압(0V)이 인가될 때 고전력을 위한 동작모드로 변경
되며, 이에 따라 VrefC핀과 VrefP핀을 통해 바이어스 전압으로 캐리어 증폭기(210)와 피킹 증폭기(220)의 트랜지스터
(212, 214, 222, 224)를 바이어싱하여 캐리어 증폭기(210)와 피킹 증폭기(220)를 AB급 증폭기로 동작시킨다.

다시 말해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허티 증폭기(200)의 캐리어 증폭기(210)는 기 설정된 문턱 전압 이하(저전력모
드)에서 일반적인 도허티 증폭기 동작을 수행하여 고효율의 특성을 얻을 수 있고, 기 설정된 문턱 전압 이상(고전력모드)에
서는 도허티 증폭기(210)의 캐리어 증폭기(210)와 피킹 증폭기(220)가 AB급 증폭기로 동작하여 고효율과 고선형성을 얻
을 수 있다.

도허티 증폭기(200)의 캐리어 증폭기(210)는 제 1경로의 보상부(110) 후단에 설치되어 보상부(110)에 의해서 감쇠된 신
호를 증폭한 후에 증폭된 신호를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400)로 출력한다.

캐리어 증폭기(210)는 제 1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00)의 VrefC핀에서 출력되는 바이어스 신호에 의해서 바이어싱 되
는데, 더욱 상세하게는 고출력 모드에서 제 1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00)의 바이어스 신호에 따라 AB급 증폭기로 바이
어싱 되고, 저출력 모드에서 제 1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00)의 바이어스 신호에 따라 일반적인 도허티 증폭기로 동작한
다.

피킹 증폭기(220)는 제 1전송라인(120)에 의해서 제 1,2경로간 지연시간과 위상 차이가 적절히 보상된 신호를 입력받으
며, 이 신호를 증폭하여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400)에 출력한다.

피킹 증폭기(220)는 제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10)의 VrefP핀에서 출력된 베이스 바이어스 신호에 의해서 바이어싱
되는데, 더욱 상세하게는 고출력 모드에서 제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10)의 베이스 바이어스 신호에 따라 AB급 증폭
기로 바이어싱되고, 저출력모드에서 제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310)의 바이어스 신호에 따라 바이어싱되어 오프된다.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400)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다수의 전송선로로 구성되어 캐리어 증폭기(200) 및 피킹 증폭기(200)
에서 증폭된 신호를 조합하여 출력하며, 그 구성은 캐리어 증폭기(210)의 출력단에 위치하여 특성 임피던스 Roc를 가지며

앵글 를 갖는 제 2전송라인(410)과, 피킹 증폭기(220)의 출력단에 위치하여 특성 임피던스 Rop를 가지며 앵글 를 갖
는 제 3전송라인(420)과, 제 2전송라인(410)과 연결되어 특성 임피던스 Roc를 가지며 앵글 90°를 갖는 제 4전송라인
(430)을 포함한다. 이때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400)는 출력 신호의 리키지(leakage)를 막음과 함께 임의의 부하 임피던스
의 변조를 얻어낸다.

이때, 캐리어 증폭기(210)의 출력 정합은 제 2전송라인(410)의 특성 임피던스(Roc)에 맞춰서 행해지며, 피킹 증폭기(220)
의 출력 정합도 제 3전송라인(420)의 특성 임피던스(Rop)에 맞춰서 행해진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갖는 신호 증폭 장치는 고출력 모드에서 캐리어 증폭기(210)와 피킹 증폭기(220)가 AB급 증폭기로
동작할 때 임피던스 저하가 발생되는데, 이를 50옴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제 2, 3전송라인(410, 420)의 특성 임피던스
(Rop, Roc)크기는 아래와 같은 수학식 1과 같다.

여기서, 는 캐리어 증폭기(210)의 크기와 피킹 증폭기(220)의 크기의 비율이다.

상기와 같이 제 2,3전송라인(410, 420)의 특성 임피던스를 조절함으로서 종래에 임피던스 저하를 50옴으로 바꾸기 위하

여 필요한 전송라인을 제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신호 증폭 장치의 소형화를 이룰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의 특성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단순화시켜 신호 증폭 장치를 소형
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입력 신호의 고전력 또는 저전력 레벨에 따라 바이어스 신호를 다르게 발생시켜 도허티 증폭기를 제어함
으로써, 고효율과 고 선형성을 갖는 신호 증폭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신호 증폭 장치에 있어서,

하나의 입력 신호를 제 1, 2경로로 분할시키는 스플리터와,

상기 입력신호의 전력레벨에 따라 동작모드를 달리하여 바이어스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1,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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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경로상에 위치하여 상기 제 1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의 바이어스 신호에 따라 저전력 레벨에서 아이들 전류 소
모를 줄이고, 고전력 레벨에서 AB급 증폭기로 동작하는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제 2경로상에 위치하여 상기 제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의 바이어스 신호에 따라 저전력 레벨에서 오프되며, 고전
력 레벨에서 AB급 증폭기로 동작하는 피킹 증폭기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에서 증폭된 신호들을 정합시켜 출력하는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도허티 증
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2바이어스 제어 네트워크는,

상기 입력신호의 전력 레벨에 따라 다른 제어전압이 인가되는 VcontC, VcontP핀과, 상기 VcontC와 VconP핀에 인가되는
제어전압에 따라 다른 바이어스 신호를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피킹 증폭기에 공급하는 VrefC, VrefP핀을 가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VcontC핀과 VcontP에는,

상기 입력신호의 전력레벨이 저전력 레벨인 경우에 2∼3V의 고전압이 인가되며, 상기 입력신호가 고전력 레벨인 경우에
0V의 저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증폭 장치는,

상기 캐리어 증폭기 또는 피킹 증폭기의 앞단에 설치되어 고출력 모드 시에 상기 제 1, 2경로간의 이득 차이를 보상하는 보
상부를 더 포함하는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부는,

저항과 같은 수동 소자 또는 VGA(Variable Gain Amplifier)로 이루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증폭 장치는,

상기 피킹 증폭기의 앞단에 설치되어 상기 제 1,2경로간의 지연시간과 위상 차이를 보상하는 제 1전송라인을 더 포함하는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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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도허티 출력 네트워크는,

상기 캐리어 증폭기의 출력단에 위치하며, Roc의 특성 임피던스와 의 앵글을 갖는 제 2전송라인과,

상기 피킹 증폭기의 출력단에 위치하며, Rop의 특성 임피던스와 의 앵글을 갖는 제 3전송라인과,

상기 제 2전송라인과 연결되며, 상기 Roc의 특성 임피던스와 앵글 90°를 갖는 제 4전송라인을 포함하는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 임피던스 Rop는,

이며,

상기 는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의 크기 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 임피던스 Roc는,

이며,

상기 는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의 크기 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허티 증폭기를 이용한 신호 증폭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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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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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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