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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에 관한 것이다. 초고주파 도허티 증폭기(microwave Doherty

amplifier)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력 증폭기(power amplifier)로 알려져 왔으며,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허티 증폭기는 동일한 전력 용량(또는 동일한 사이즈)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기지국 및 단말기의 도허티 증폭

기를 구현한 경우에 있어서 피킹(peaking) 증폭기가 캐리어(carrier) 증폭기보다 낮게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레벨에 따라 피킹(peaking) 증폭기의 전류 레벨이 캐리어(carrier)보다 항상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점은 피킹(peaking) 전력 증폭기의 낮은 전류 레벨로 인해 부적절한 로드 모듈레이션(load modulation)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도허티 증폭기의 최대 출력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형성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

다. 포락선 트랙킹(enveloper tracking) 또는 평균 입력 전력 트랙킹 장치를 통해 낮은 바이어스의 피킹 증폭기의 전류를

파워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끌어올리는 연구 결과는 부적절한 로드 모듈레이션을 해결하고, 고 효율 및 고 선형화를 이

루었었다. 본 발명은 앞서 문제가 되는 부적절한 로드 모듈레이션 현상을 비대칭 전력 구동과 정합 회로를 최적으로 구성

하여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허티 증폭기의 특징인 고 효율화 및 고 선형화를 달성하여 기존의 유사한 전력 증폭기

보다 더욱 성능이 증가 시킬 수 있고, 모든 종류의 도허티 증폭기에 응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가적으로 포락선 트랙

킹 또는 평균 입력 전력의 트랙킹과 같은 별도의 제어회로가 필요치 않으므로, 가격 경쟁력과 함께 전력 증폭기를 단순하

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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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색인어

도허티 증폭기, 로드 모듈레이션, 투톤 시뮬레이션, IM3, ACLR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캐리어 증폭기(carrier amplifier)와 피킹 증폭기(peaking amplifier)의 기본 전류 성분을 비교한 그래프,

도 2는 종래 2-웨이 방식의 도허티 전력 증폭 장치에 대한 구성 블록도,

도 3은 종래 N-웨이 방식의 도허티 전력 증폭 장치에 대한 구성 블록도,

도 4는 종래 N-웨이 스플리터를 채용한 도허티 전력 증폭 장치에 대한 구성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웨이 방식의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에 대한 구성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N-웨이 방식의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에 대한 구성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N-스테이지 방식의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에 대한 구성 블록

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증폭 장치의 동작원리 개념도,

도 9a는 종래 도허티 증폭기와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증폭 장치의 기본 전류 성분을 입력 전압 레벨에 따라 비교한 그래프,

도 9b는 도 8의 전력 증폭 장치에서 로드 모듈레이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로드 임피던스 분포를 입력 전압 레벨에 따라

도시한 그래프,

도 10a는 도 9b의 로드 임피던스를 로드 라인 관점에서 도시한 그래프,

도 10b는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증폭 장치의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 정합회로를 변화시켜 도 9b의 로드 임피던스를 변화시

키는 모습을 나타낸 로드 라인을 도시한 그래프,

도 11a는 IM3 레벨과 평균 출력간의 투톤 시뮬레이션 그래프,

도 11b는 IM3 위상과 평균 출력간의 투톤 시뮬레이션 그래프,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력 증폭 장치의 상세 회로도,

도 13a는 도 11a에서의 전력 증폭 장치의 ACLR과 평균 출력 전력간의 상관 그래프,

도 13b는 도 11a에서의 전력 증폭 장치의 드레인 효율과 평균 출력 전력간의 상관 그래프,

도 14a는 최적으로 정합 회로를 구성하였을 경우의 ACLR과 평균 출력 전력간의 상관 그래프,

도 14b는 최적으로 정합 회로를 구성하였을 경우의 드레인 효율과 평균 출력 전력간의 상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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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a는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증폭 장치에 적용되는 MOS 계열 소자를 도시한 도면,

도 15b는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증폭 장치에 적용되는 BJT 계열 소자를 도시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바이어스 조절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에 대한 구성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0 : 비대칭 전력 분배기

504 : 캐리어 증폭기

506 : 피킹 증폭기

508 : 오프셋 라인

510, 512 :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

600 : N-웨이 비대칭 전력 분배기

700 : N-스테이지 비대칭 전력 분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 효율 및 고 선형성을 추구하는 전력 증폭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초고주파 도허티 증폭기(microwave

Doherty amplifier)의 응용에 따른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허티 증폭기는 「쿼터 웨이브 트랜스포머(quarter-wave transformer)(lambda/4 line)」를 사용해서 캐리

어(carrier) 증폭기와 피킹(peaking) 증폭기를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력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킹 증폭기가 부

하(load)에 공급하는 전류의 양이 증가되고 캐리어 증폭기의 부하 임피던스(load impedance)를 조절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초고주파 도허티 증폭기는 1936년에 「W.H. Doherty」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초기에 고출력 LF 또는 MF 진공관을 이

용한 방송장치의 AM 전송기(transmitter)로 사용되었다.

그 후 진공관이 아닌 물성 디바이스(solid-state device)를 사용하여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이 있었으며,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도허티 전력 증폭기로 불리 우는 비대칭 전력 결합을 통한 전력 증폭기는 고 효율 및 고 선형성을 이루었다. 특히,

이동통신 기지국 및 단말기의 도허티 전력 증폭기는 대개 같은 사이즈의 물성 디바이스, 동일한 입출력 정합 회로 및 입력

전력 구동을 통해 구현된다.

이때, 캐리어 전력 증폭기는 클래스(class) AB로, 피킹 전력 증폭기는 클래스 C로 각각 바이어스 되는데, 캐리어 전력 증

폭기보다 피킹 전력 증폭기의 바이어스가 낮기 때문에 전력 레벨에 따라서 피킹 전력 증폭기의 전류 레벨이 항상 캐리어

전력 증폭기의 전류 레벨보다 낮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도 1은 각각의 바이어스 레벨, 즉 유도각(conduction angle)에 따른 전류 성분 크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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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낮게 바이어스 되어진 피킹 전력 증폭기는 기본 전류 성분에 있어서 캐리어 전력 증폭기보다 낮

음을 알 수 있다. 바이어스 포인트가 클래스 AB인 캐리어 증폭기는 유도각이 ??∼2??이므로 최대 입력 전력에 대해 전류

의 기본 성분은 0.5∼0.536의 범위를 갖게 되며, 클래스 C로 동작하는 피킹 증폭기는 유도각이 0∼??이므로 기본 전류 성

분은 0∼0.5의 크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도 1을 통해 피킹 증폭기의 기본 전류 성분이 캐리어 증폭기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절한 로드 모듈레이션(load modulation) 현상(각각의 전류원이 동작될 때 전류원 앞단의 로드 임피던스가 전류원에서

발생된 전류 크기에 따라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도허티 동작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갖게 된다.

또한, 후술하는 도 9a에서와 같이, 피킹 전력 증폭기의 낮은 바이어스 레벨에 의해 피킹 전력 증폭기의 기본 전류 성분이

일정 입력 구동 전압 레벨 이상일 때만 기본 전류 성분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캐리어 전력 증폭기가 최대 입력 전력으로 구동 했을 때, 기본 전류 성분에 있어서 피킹 전력 증폭기가 캐리어 전력

증폭기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피킹 전력 증폭기에서 요구되는 최대 입력 전력으로 구동되지 못하여 더욱 낮은 기본 전류

레벨을 생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허티 전력 증폭기는 최대 출력 전력을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포락선 트래킹 또는 입력 전력 트래킹 장치를 통해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장점인 고 효

율 특성을 가지면서 최대 출력 측면에서 기존의 도허티 전력 증폭기보다 대폭 개선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초고주파 대역에서 도허티 전력 증폭기를 실질적으로 구현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고, 그 중 하나가 도 2에 나타난

방식이다.

도 2의 도허티 전력 증폭기는, 서로 동일한 값이 입력되도록 하는 전력 분배기(200)와, 캐리어/피킹 증폭기간의 위상을 동

기화하기 위한 전송 라인(202)과, 서로 동일한 값이 출력되도록 하면서 각각의 증폭기의 입/출력 정합회로를 동일하게 구

성하여 하나의 증폭기에서 최대 출력을 내도록 구현된 캐리어/피킹 증폭기(204)(206)와, 피킹 증폭기(206)가 동작하지 않

을 때 임피던스 출력을 크게 하여 적절한 로드 모듈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오프셋 라인(offset line)(208)과, 도허

티 동작을 위한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210)(212)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도 2의 구성은 트랜지스터의 출력부에 정합회로를 두고 그 뒤에 오프셋 라인(208)을 오게 함으로써 실수부뿐만 아

니라 허수부의 정합도 가능하게 하여 증폭기의 출력을 최대한 얻으면서 도허티 동작을 끌어내는 개선된 방식이다.[Y.

Yang et al, "Optimum Design for Linearity and Efficiency of Microwave Doherty Amplifier Using a New Load

Matching Technique," Microwave Journal, Vol 44, No. 12, pp. 20-36, Dec. 2002.]

또한, 도 3에서는 도허티 전력 증폭기를 더욱 일반화 하고, 효율 및 선형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구조인 N-웨이 도허티 전

력 증폭기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Y. Yang et al, "A Fully Matched N-way Doherty Amplifier with Optimized

Linearity," IEEE Trans. Microwave Theory and Tech., Vol. 51, No. 3, pp. 986-993, March 2003.]

도 3의 N-웨이 도허티 전력 증폭기는 다수의 증폭기에 동일한 입력을 가하기 위하여 N-웨이 스플리터(300)를 사용하였

으며, 도 2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피킹 증폭기(304)를 구성하여 도허티 동작을 하도록 구현한 방식이다.

도 4의 방식은 일반적인 도허티 전력 증폭기보다 더욱 낮은 파워 레벨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고 효율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N. Srirattana et al, "Analysis and design of a high efficiency multistage Doherty power amplifier for WCDMA,"

EuMC Digest 2003, Vol. 3, pp. 1337-1340, Oct. 2003.]

도 4의 도허티 증폭기는 캐리어 증폭기(402) 및 여러 개의 피킹 증폭기(404)에 동일한 입력을 가하여 도허티 동작을 하도

록 N-웨이 전력 분배기(400)를 구비한다.

동작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캐리어 증폭기(402)가 온되고 다음으로 피킹 증폭기 #1이 온되어 도허티 동작을 수행

하며, 다음으로 캐리어 증폭기(402)와 피킹 증폭기 #1이 한데 묶여 캐리어 증폭기 역할을 수행하고 다음 단의 피킹 증폭기

#2가 피킹 증폭 역할을 수행하여 도허티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동작은 최종 단의 피킹 증폭기 #(N-1)까지 수행된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도허티 동작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진 이유는, 더욱 낮은 파워 레벨에서부터 최대 효율을 얻도록 하며,

중간 영역에서도 최대 효율을 여러 번 이루어 넓은 영역에서 고효율을 얻기 위함이다.

공개특허 10-2006-0077818

- 4 -



한편, 물성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도허티 전력 증폭기를 구현한 경우에 있어서도 낮은 바이어스로 인해 제대로 최대 출력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락선 트랙킹 장치를 이용하여 도허티 전력 증폭기를 구현한 바 있다.[Y. Yang et al,

"A Microwave Doherty Amplifier Employing Envelope Tracking Technique for High Efficiency and Linearity,"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Vol. 13, No. 9, Sep. 2003.], [J. Cha et al, "An Adaptive Bias

Controlled Power Amplifier with a Load-Modulated Combining Scheme for High Efficiency and Linearity," IEEE

MTT-S Int. Microwave Sympo. Vol. 1, pp. 81-84, June 2003.]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도, 보다 나은 선형성 및 최대 출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킹 및 캐리어 전력 증폭기의 전류 레

벨을 조절하기 위한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종래 물성 초고주파 도허티 증폭기의 고효율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적

의 선형성을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허티 증폭기의 입력단에 위치한 전력 분배기로부터 피킹 전력 증폭기로 더욱 많은

입력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 고효율 및 고선형성을 구현한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

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도허티 증폭기의 출력단에 도허티 네트워크를 통해 출력 전력을 결합시키도록 한 비대칭 전력 구동

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피킹 전력 증폭기가 동작하면서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의 입출력 정합 회로를 변화시켜

적절한 로드 모듈레이션과 함께 고 효율 및 최적의 선형성을 갖도록 한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를 제공

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입/출력 정합부를 각각 갖는 캐리어 증폭기 및 피킹 증폭기가

병렬로 연결되는 도허티 증폭기로서,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상기 피킹 증폭기로 각각 상이한 전력 용량을 공급하는 비대

칭 전력 분배기를 포함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입/출력 정합부를 각각 갖는 캐리어 증폭기 및 다수의 피킹 증폭기

가 병렬로 연결되는 도허티 증폭기로서,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로 동일한 입력 전력을 인가하는

N-웨이 비대칭 전력 분배기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의 출력 정합부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다

수의 피킹 증폭기가 동작하지 않을 때 로드 임피던스 출력을 조절하는 오프셋 라인과, 도허티 동작을 위해 임피던스 인버

터 역할을 하며 상기 오프셋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임피던스 출력을 1/4 파장 길이로 변환시키는 제 1 쿼터 웨이브 전송 라

인과, 상기 도허티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상기 오프셋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임피던스 출력을 1/4 파장 길이

로 변환시키는 제 2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을 포함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입/출력 정합부를 각각 갖는 캐리어 증폭기 및 다수의 피킹 증

폭기가 병렬로 연결되는 도허티 증폭기로서,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로 동일한 입력 전력을 인가하

는 N-스테이지 비대칭 전력 분배기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의 출력 정합부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가 동작하지 않을 때 로드 임피던스 출력을 조절하는 오프셋 라인과, 도허티 동작을 위해 임피던

스 인버터 역할을 하며 상기 오프셋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임피던스 출력을 1/4 파장 길이로 변환시키는 제 1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과, 상기 도허티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상기 오프셋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임피던스 출력을 1/4 파

장 길이로 변환시키는 제 2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을 포함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대칭 전력 분배 방식을 갖는 도허티 증폭기로서, 대칭 N-웨이

방식과 대칭 N-스테이지 방식으로 구현된 캐리어 증폭기와, 대칭 N-웨이 방식과 대칭 N-스테이지 방식으로 구현된 피킹

증폭기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피킹 증폭기의 입/출력 정합 회로를 각각 서로 상이하게 구성한 비대칭 정합 회로를

포함하는 전력 증폭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비대칭 전력 분배 방식을 갖는 도허티 증폭기로서, 비대칭 N-

웨이 방식과 비대칭 N-스테이지 방식으로 구현된 캐리어 증폭기와, 비대칭 N-웨이 방식과 비대칭 N-스테이지 방식으로

구현된 피킹 증폭기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피킹 증폭기의 입/출력 정합 회로를 각각 서로 상이하게 구성한 비대칭

정합 회로를 포함하는 전력 증폭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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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웨이 방식의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에 대한 구성 블록도로서, 비

대칭 전력 분배기(500), 전송 라인(502), 캐리어 증폭기(504), 피킹 증폭기(506), 오프셋 라인(508), 제 1 쿼터 웨이브 전

송 라인(510), 제 2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512)을 포함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비대칭 전력 분배기(500)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위한 것으로서, 캐리어 증폭기(504)와 피킹 증폭기

(506)의 입력은 동일하게 하되, 캐리어 증폭기(504) 및 피킹 증폭기(506)로 각각 상이한 전력 용량, 바람직하게는 캐리어

증폭기(504)보다 피킹 증폭기(506)로 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전력 용량은 "gm"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그 단위는 I/V이다. 마찬가지로 전력 용량은 디바이스 사이즈(device size)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비대칭 전력 분배기(500)의 구성으로, 종래와 같이 캐리어 증폭기(504)와 피킹 증폭기(506)에 서로 동일한 전

력값을 입력할 필요 없이, 캐리어 증폭기(504)와 피킹 증폭기(506)에 서로 다른 전력값을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

전력 분배기(500)의 내부 구성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도 12에 보다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전송 라인(502)은 캐리어 증폭기(504) 및 피킹 증폭기(506)간의 위상을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캐리어 증폭기

(504) 및 피킹 증폭기(506)는 50 Ohm 과 같은 서로 같은 특성 임피던스에서 동일한 값이 출력되도록 각각의 증폭기의 입/

출력 정합회로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하나의 증폭기에서 최대 출력을 내도록 구현된다. 또한 캐리어 증폭기(504) 및 피킹

증폭기(506)의 입/출력 정합회로를 서로 다르게 변화시켜 도허티 증폭기의 효율 및 선형성이 최대가 되면서, 도허티 증폭

기가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구현한다.

오프셋 라인(508)은 피킹 증폭기(506)가 동작하지 않을 때 임피던스 출력을 크게 하여 적절한 로드 모듈레이션 현상이 일

어나도록 한다.

제 1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510)은 임피던스 인버터 역할을 수행하여 도허티 동작을 구현한다. 예컨대, 제 1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510)은 RO/2??2RO와 같이 출력을 반대로 변화시킨다. 제 2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512)은 로드 임피던스를 50

Ohm에서 25 Ohm과 같이 캐리어 증폭기(504) 및 피킹 증폭기(506)가 특성 임피던스 50 Ohm에 대하여 N-1개의 피킹 증

폭기(506)와 캐리어 증폭기 1개(504)가 병렬로 연결되어 도허티 증폭기를 구성하므로 RO/N 으로 도허티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load impedance)를 구성해야 한다. 예컨대 도 5에서는 N=2인 2-웨이 경우를 예시 하므로 50 Ohm에서 25

Ohm으로 변화 시키는 제 2 쿼터 웨이브 전송라인(512)을 구성해야 하며, 이때의 제 2 쿼터 웨이브 전송라인(512)의 특성

임피던스는 sqrt {(50*25)} Ohm을 갖는다.

이상과 같이, 도 5에서 제안하는 전력 증폭 장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비대칭 전력 분배기(500)를 통하여 구현하였으며,

입출력이 정합된 캐리어 증폭기(504)와 피킹 증폭기(506)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를 지닌다. 이때 이 두 증폭기(504)(506)

는 오프셋 라인(508)과 쿼터 웨이브 트랜스포머(lambda/4 line)로 이루어진 도허티 네트워크를 통해 출력단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비대칭 전력 분배기를 이용하여 N-웨이 도허티 증폭기를 구현한 경우로서, N-웨이

비대칭 전력 분배기(600), 전송 라인(602), 캐리어/피킹 증폭기(604), 오프셋 라인(606),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608)

(610)으로 구성된다.

N-웨이 비대칭 전력 분배기(600)는 각각의 피킹 증폭기가 서로 상이한 비대칭 전력을 갖도록 하거나, 바람직하게는 캐리

어 증폭기에 비해 다수의 피킹 증폭기로 일정 값 이상 높은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캐리어/피킹 증폭기(604)는 내부에 입/출력 정합 회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술한 N-웨이 비대칭 전력 분배기(600)에 의

해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의 전력 공급이 상이하게 설정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캐리어 증폭기에 비해 다수의 피킹

증폭기로 일정 값 이상 높은 전력이 공급된다. 또한, N-웨이 비대칭 전력 분배기(600)에 의해 각각의 피킹 증폭기의 입/출

력 정합 회로가 서로 상이한 입력 비율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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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비대칭 전력 분배기를 이용하여 N-스테이지 도허티 증폭기를 구현한 경우로서,

N-스테이지 비대칭 전력 분배기(700), 캐리어/피킹 증폭기(702)로 구성된다.

N-스테이지 비대칭 전력 분배기(700)는 각각의 피킹 증폭기가 서로 상이한 입력 비율을 갖도록 하거나, 바람직하게는 캐

리어 증폭기에 비해 다수의 피킹 증폭기로 일정 값 이상 높은 전력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캐리어/피킹 증폭기(702)는 내부에 입/출력 정합 회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술한 N-스테이지 비대칭 전력 분배기(700)

에 의해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의 전력 공급이 상이하게 설정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캐리어 증폭기에 비해 다수의

피킹 증폭기로 일정 값 이상 높은 전력이 공급된다. 또한, N-스테이지 비대칭 전력 분배기(700)에 의해 각각의 피킹 증폭

기의 입/출력 정합 회로가 서로 상이한 입력 비율을 가질 수 있다.

도 7의 N-스테이지 비대칭 전력 증폭 장치는, 도 6의 실시예와 비교하여 순차적인 도허티 동작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

다.

한편, 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출력이 정합된 캐리어와 피킹 증폭기는 바이어스 포인트가 클래스 AB와 클래스 C로

바이어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전류 성분은 서로 차이가 나게 된다. 이때 클래스 C로 바이어스 되어진 피킹 전력 증폭

기는 캐리어 증폭기보다 이득이 작기 때문에 캐리어 증폭기의 최대 기본 전류 레벨에 도달할 때, 피킹 증폭기의 기본 전류

레벨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비율은 ??로 표현되며, 다음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여기서, I1,C와 I1,P는 기본 전류 성분을 의미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비대칭 전력 결합을 이루는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개념도이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는 각각의 전류원인 IC와 IP로 표현되며, 캐리어 증폭기의 로드 임

피던스는 ZC, 피킹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는 ZP, 도허티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는 ZL이다.

먼저, 저 전력 영역(0 < Vin < N·Vin,max)에서는 피킹 증폭기가 꺼져 있는 상태가 되어 전류원인 IP는 동작이 없이 오픈

(open) 상태가 된다. 따라서 캐리어 증폭기는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과 ZL에 따라 동작하게 된다.

또한, 고 전력 영역(N·Vin,max < Vin < Vin,max)에서는 각각의 증폭기가 모두 동작하게 되며, 두 전류원의 함수로 각각의 증

폭기의 로드 임피던스가 결정되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수학식 2]와 같다.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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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는 종래의 도허티 증폭기와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증폭기의 기본 전류성분을 입력 전압 레벨에 따라 비교한 그래프이

다. 각각의 전력 구동을 통하여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의 전류 성분은 다음 [수학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이

때, 대칭 전력 구동된 증폭기는 "even"으로 표현했으며, 비대칭 전력 구동된 증폭기는 "uneven"으로 표현 하였다.)

수학식 3

N·Vin,max는 피킹 증폭기가 클래스 C로 바이어스가 낮기 때문에 켜지기 시작하는 입력 전압 레벨을 나타낸 것이다.

도 9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류원은 입력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 전류 성분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입력 전력을 캐리

어와 피킹 증폭기에 같이 인가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바이어스 차에 의해 캐리어 증폭기의 기본 전류 성분이 최대가 될 경

우에 피킹 전류 성분은 최대 전류 성분에 못 미치게 된다. 따라서 "even"의 경우처럼 기본 전류 성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uneven" 방식을 채용하여 최대 입력 전력에 따른 캐리어와 피킹 증폭기의 기

본 전류 성분이 동일하게 되도록 구현하였다.

도 9b는 도 9a의 기본 전류 성분에 따라 로드 임피던스와 입력 전압 레벨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9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캐리어 증폭기만 동작하는 낮은 전력 범위에서는 비대칭 전력 구동의 로드 임피던스와 대칭 전

력 구동의 로드 임피던스가 100 Ohm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낮은 전력 범위에서는 캐리어 증폭기만 동작하고 로

드 임피던스가 50 Ohm의 두 배인 100 Ohm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도허티 증폭기의 최대 전력의 1/4 지점에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게 도허티 증폭기가 널리 쓰이며 그것을 로드 임피던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전력 범위에서는 피킹 증폭기가 온되기 시작하면서 로드 임피던스는 작아지기 시작한다.

종래의 대칭 전력 구동 증폭기는 로드 모듈레이션 현상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최대 출력을 내는 시점에서

캐리어와 피킹 증폭기는 50 Ohm이 아닌 큰 임피던스를 갖게 된다. 즉, 도 9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전력 범위로 들어

가면서 무한대의 피킹 임피던스에서 50 Ohm으로 로드 임피던스가 변화를 가져야 도허티 증폭기의 최대 출력을 낼 수 있

으나, 대칭(even)인 경우, 그러한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본 발명에 따른 비대칭 전력 구동 증폭기는 최대 출력을 내는 시점에서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가 50 Ohm을

갖는 동시에 높은 전력 영역 전반에 걸쳐서 대칭 전력 구동보다 낮은 임피던스로 로드 모듈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

서 본 발명에 따른 비대칭 전력 증폭 장치는 고효율을 유지하면서 고선형성을 갖게 됨과 동시에 원하는 최대 출력을 냄으

로써 물성 디바이스의 활용 능력을 높이게 된다.

도 10a는 도 9b의 로드 임피던스 변화를 로드라인 관점에서 표현한 그래프이다.

도 10a의 좌측 그래프는 낮은 전력이면서 피킹 증폭기가 막 온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칭과 비대칭 전력 구동시의 로드

라인을 나타낸 것으로, 도 9b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한 로드라인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즉, "even"과 "uneven"인

경우에 있어서 낮은 전력 범위에서는 로드 임피던스가 2배가 되므로 도 10a의 좌측 그래프와 같은 로드라인을 갖는다.

도 10a의 우측 그래프는 최대 전력을 내는 시점에서 대칭과 비대칭 전력 구동시의 로드라인을 나타낸 것으로, 도 9b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대칭 전력 구동일 경우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최대 전력을 낼 수 없음과 동시에 선형성 측면에서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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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구동일 경우보다 더욱 낮은 로드라인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즉, 부적절한 로드 모듈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

로 큰 임피던스를 갖는 기존의 도허티 증폭기, 즉 "even" 도허티 증폭기에서는 큰 임피던스를 갖는 로드라인을 가지게 됨

에 따라 최대 출력을 낼 수 없음을 의미하는 반면, 본 발명에 따른 "uneven" 도허티 증폭기에서는 최대 출력이 가능함을 의

미한다.

도 10b는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증폭 장치의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 도 9b의 로드 임피던스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로

드 라인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대칭 전력 구동의 도허티 증폭기의 부적절한 로드 모듈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큰 임피던스에 대해 최대 전력을 낼 수 있음

과 동시에 선형성을 더욱 우수하게 하기 위하여 비대칭 전력 구동과 같이 로드라인을 갖도록 정합회로를 변화시켜 줘야 한

다. 도 10b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큰 임피던스를 작게 가져감으로써 로드라인의 기울기를 크게 하여 최적의 로드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대칭 전력 구동 도허티 증폭기를 좀 더 선형적으로 가져감과 동시에 최대 전력을 낼 수 있다.

도 11a는 IM(Inter-modulation)3 레벨과 평균 출력간의 투톤 시뮬레이션(two-tone simulation) 그래프로서, 투톤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비대칭 전력 구동을 갖는 도허티 전력 증폭기가 최적의 선형성을 이루는 원인을 분석하

였다.

참고로, IM3라 함은, 두 개 이상의 주파수가 비선형 시스템 또는 회로를 통과할 때 입력에 없던 신호가 혼변조되어 출력되

는 것을 의미하고, IMD는 그러한 혼변조(IM) 성분에 의한 왜곡(Distortion) 그 자체를 의미한다. 특히, IM3 성분, 즉 투톤

인 두 개의 주파수 f1과 f2의 예를 든다면, 출력에는 여러 가지 잡종성분이 섞인 신호가 나오지만 2*f1, 3*f2와 같은 완전

배수성 하모닉들은 필터로 거를 수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3차항, 즉 2*f1-f2와 2*f2-f1인데, 이것은 f1과 f2

신호 아주 가까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필터로도 제거를 할 수 없어서 대개 선형성의 지표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투톤 시뮬레이션이라 함은, 주로 계측기와 테스팅, 하모닉 밸런스 등에 있어서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을 이용하여 해석

하거나 측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IMD, IP3 측정의 경우에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하여 "two-tone

spacing" 일종의 오프셋 주파수를 갖는 두 가지 톤을 집어넣어서 두 신호 사이의 IMD, 즉 증폭기의 선형성이 어느 정도 되

는지를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11a에 도시한 바와 같이, IM3 관점에서 "uneven"이 될 수록 1:x의 x, 즉 피킹 전력의 비율이 커질수록 IM3 레벨 분포

는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가 서로 같은 영역에서 넓어지며, 출력 전력이 줄어들어 순차적으로 위상이 서로 반대가

될 경우에는 IM3 레벨 분포가 좁아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즉, 본 발명에서 제안한 최적의 선형성을 갖는 전력 증폭기는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의 IM3 레벨을 상쇄시키는 방법

을 통해 고 선형성을 달성한다. 이때 각각의 증폭기의 IM3 레벨이 기본적으로 클래스 AB 전력 증폭기보다 낮을 뿐만 아니

라, 더욱 낮은 레벨일수록 서로 IM3가 상쇄되어 많은 선형성의 개선량을 보인다. 따라서 캐리어와 피킹 증폭기는 최적의

선형성을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특히, 피킹 증폭기는 낮은 전력 레벨에서 오프되어 있고 캐리어 증폭기만 동작하기 때

문에 캐리어 증폭기가 선형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1a와 도 11b에서 도시화한 MV(Matching Variation)는 위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캐리어와 피킹 증폭기가 더욱 선형

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하여 비대칭 전력 구동인 경우와 같이 비교 하였다.

도 11b는 IM3 위상과 평균 출력간의 투톤 시뮬레이션 그래프로서, 도 11a와 마찬가지로 투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비대칭 전력 구동을 갖는 도허티 전력 증폭기가 최적의 선형성을 이루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도시한 바와 같이, 출력 전력이 커질수록 서로의 위상차이가 180ㅀ가 되고 각각의 증폭기의 IM3 레벨이 동일해야 서로 상

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uneven"인 경우에 있어서 180ㅀ가 되는 영역이 보다 넓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즉, 높은 파워 레벨에서는 서로의 증폭기가 상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캐리어와 피킹 증폭기의 IM3 레벨이 서

로 같고, 위상차이가 180ㅀ가 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컨대, 도 11b에서는 비대칭 전력 구동이 커질수록 캐리어 증폭기의 IM3 위상은 평균 출력이 낮은 지점에서부터 음의

방향으로 커지며, 반대로 피킹 증폭기의 IM3위상은 양의 방향으로 커지게 되어 180ㅀ되는 영역이 커지게 된다. 또한 최적

의 임피던스를 갖도록 정합회로를 변화시켰을 때는 위상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으나 도 1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IM3

공개특허 10-2006-0077818

- 9 -



의 레벨이 작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대칭 전력 구동이 커질수록 평균 출력이 높은 영역에서 IM3 레벨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IM3 레벨이 작으면서 같고, 서로의 위상이 반대가 될 때, 캐리어 피킹 증폭기가 원활한 로드 모

듈레이션 현상과 함께 서로 선형적으로 설계되어 최적의 선형성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력 증폭 장치의 상세 회로 구성도로서, 커플러(1202) 및 감쇠기(1204)로 구성

된 비대칭 전력 분배기(1200)와, 캐리어 및 피킹 증폭기(1300)와, 오프셋 라인(1400)과,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1500)을

포함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비대칭 전력 분배기(1200)는 대칭 전력 구동시에 이용하는 3dB 하이브리드 커플러

(1202)와, 입력된 신호의 진폭을 감쇠시키는 감쇠기(1204)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개 비대칭 전력 구동은 임

의의 커플링 비율을 갖는 커플러 예를 들어 「Anaren」사의 1A1305-5와 같은 5dB 커플러를 사용하여 캐리어 증폭기보

다 피킹 증폭기에 4dB 이상의 입력 전력을 구동 시키는 방법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이며, 도 12에서의 비대칭 전력

구동의 실시 예는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효율 및 선형성 성능이 보다 우수함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감쇠기(1204)의 출력단은 캐리어 증폭기의 입력 정합부에 연결되기 때문에 피킹 증폭기의 전력 구동을 상대적으

로 높일 수 있다.

한편, 도면에는 생략되었으나 도 12의 실시예에서 상술한 감쇠기(1204) 대신에 피킹 증폭기의 입력 정합부쪽에 증폭기를

연결하여 피킹 증폭기의 전력 구동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감쇠기 또는 증폭기가 캐리어 증폭기의 입력 정합부 또는 피킹 증폭기의 입력 정합부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상대적인 전력 구동의 차이를 두기 위해 감쇠기 또는 증폭기의 연결을 다양

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구성은 상술한 도 5의 구성과 동일하며,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호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13a는 선형성인 ACLR을 평균 출력 전력 관점에서 실험한 결과 그래프를 나타낸다. ACLR이라 함은, CDMA와 같은 스

펙트럼이 있는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 임의의 오프셋만큼 떨어진 인접 채널과 자기 채널과의 스펙트럼 상에

서 마커 투 마커(marker to marker)로 비교한 것을 말한다. 즉, 남의 채널에서 자기 채널의 마커를 뺀 값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된 인접 채널의 스펙트럼은 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ACLR 또한 증폭기의 선형성을 나타내는 지

표로 사용된다.

도 1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대칭 비율이 늘어날수록 선형 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대 출력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효율면에서도 그 성능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도 13b는 평균 출력 전력 관점에서 드레인 효율을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대칭 전력 구동을 가져갈수록 고효율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비대칭 전력 구동을 갖는 도허티 전력 증폭기는 고효율 특성을 유지하면서 고선형성을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14a 및 도 14b는 각각 대칭 전력 구동시에 정합 회로를 최적으로 변화시켜서 효율과 선형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

함과 동시에, 비대칭 전력 구동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도시한 실험 그래프이다.

먼저, 도 14a는 평균 출력 전력 관점에서 ACLR 특성을 나타낸다. ACLR은 대칭 전력 구동이면서 정합회로를 최적으로 변

화시켰을 때 클래스 AB 증폭기보다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며, 정합회로와 비대칭 전력 구동을 적용 했을 경우, 높은 전력

레벨에서 더욱 선형성이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도 14b는 평균 출력 관점에서 드레인 효율 특성을 나타낸다. 정합회로와 비대칭 전력 구동을 적용 했을 경우, 더욱 고효율

특성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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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종래의 대칭 전력 구동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캐리어와 피킹 증폭기의 로드가 상당히 커져 있으므로 최적의 성

능을 구현할 수 없는 반면, 본 발명에 따른 비대칭 전력 구동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적의 선형성을 갖게 됨과 동시에 고효율

특성을 발휘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도 15a 및 도 15b는 본 발명에 따른 캐리어 증폭기 및 피킹 증폭기 내에 구비되는 소자를 예시적으로 도시한 것

이다.

먼저, 도 15a는 MOS 계열의 소자로서, 캐리어/피킹 증폭기 내의 입력 정합부와 함께 게이트 바이어스를 인가시키기 위한

게이트 단자(G)와, 캐리어/피킹 증폭기 내의 출력 정합부와 함께 드레인 바이어스를 인가시키기 위한 드레인 단자(D)와,

어스에 접지되는 소스 단자(S)로 이루어진다.

도 15b는 BJT 계열의 소자로서, 캐리어/피킹 증폭기 내의 입력 정합부와 함께 베이스 바이어스를 인가시키기 위한 베이스

단자(B)와, 캐리어/피킹 증폭기 내의 출력 정합부와 함께 컬렉터 바이어스를 인가시키기 위한 컬렉터 단자(C)와, 어스에

접지되는 에미터 단자(E)로 이루어진다.

도 1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캐리어/피킹 증폭기 내에 상기 도 15a의 MOS 계열의 소자가 적용되는 비대칭 전

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를 예시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는, 커플러(1600), 전력 검출기

(1602), 비대칭 전력 분배기(1604), 전송 라인(1606), 캐리어 증폭기(1608), 피킹 증폭기(1610), 바이어스 컨트롤러

(1612), 오프셋 라인(1614),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1616)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15a의 소자를 사용한 바이어스 컨트롤을 비대칭 전력 구동에 적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캐리어 증폭기(1608)에는 입력 정합부(1608a) 및 출력 정합부(1608b)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

기 입력 정합부(1608a) 및 출력 정합부(1608b) 사이에는 도 15a에서 언급한 바 있는 MOS 계열의 소자(1608')가 연결된

다. 보다 상세하게는, 소자(1608')의 게이트 단자(G)는 캐리어 증폭기(1608) 내의 입력 정합부(1608a)와 연결되며, 소자

(1608')의 드레인 단자(D)는 캐리어 증폭기(1608) 내의 출력 정합부(1608b)에 각각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피킹 증폭기(1610)에는 입력 정합부(1610a) 및 출력 정합부(1610b)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기 입력 정합부

(1610a) 및 출력 정합부(1610b) 사이에는 도 15a에서 언급한 바 있는 MOS 계열의 소자(1610')가 연결된다. 보다 상세하

게는, 소자(1610')의 게이트 단자(G)는 캐리어 증폭기(1610) 내의 입력 정합부(1610a)와 연결되며, 소자(1610')의 드레

인 단자(D)는 캐리어 증폭기(1610) 내의 출력 정합부(1610b)에 각각 연결된다.

이러한 캐리어 증폭기(1608) 및 피킹 증폭기(1610)에는 바이어스 컨트롤러(1612)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바이어스 컨트

롤러(1612)에 의해 바이어스가 조절되어 전력 증폭 장치의 선형성 및 효율을 최적화시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바이어스 컨

트롤러(1612)는 소자(1608')(1610')의 게이트 단자(G)에 게이트 바이어스 전원을 인가하고 소자(1608')(1610')의 드레인

단자(D)에 드레인 바이어스 전원을 각각 선택적으로 인가하여 게이트 바이어스와 드레인 바이어스를 조절한다.

나머지 구성은 상술한 도 5의 구성과 동일하며,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호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때, 본 실시예는 도 15a의 MOS 계열 소자뿐만 아니라 도 15b에서 언급한 바 있는 BJT 계열의 소자도 적용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연결 관계 및 동작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설

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한 설명에서 많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들은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라기보다, 바람직한 실시

예의 예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때문에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하여 질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초고주파 도허티 증폭기의 문제점인 부적절한 로드 모듈레이션 효과와 최대 출력을 낼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 효율화함을 꾀함과 동시에 선형성 측면에서 최적의 선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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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존 이동 통신망 또는 차세대 이동 통신 기지국용/단말기용 전력 증폭기에 응용한다면 고 효율화와 고 선형화를 동시

에 이룸으로써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발명은 비대칭 전력 구동을 위하여 비대칭

전력 분배기를 사용하거나 커플러 등을 이용함으로써 단순하고 저렴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출력 정합부를 각각 갖는 캐리어 증폭기 및 피킹 증폭기가 병렬로 연결되는 도허티 증폭기로서,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상기 피킹 증폭기로 각각 상이한 전력 용량을 공급하는 비대칭 전력 분배기

를 포함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전력 증폭 장치의 입력단에 연결되어 동일 전력을 인가하기 위한 3dB 커플링 비율을 갖는 커플러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피킹 증폭기에 동일 전력을 인가하기 위한 전력 분배기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의 입력 정합부에 연결되어 상기 커플러 및 전력 분배기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의 진폭을 감쇠시키는 감

쇠기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전력 증폭 장치의 입력단에 연결되어 동일 전력을 인가하기 위한 3dB 커플링 비율을 갖는 커플러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피킹 증폭기에 동일 전력을 인가하기 위한 전력 분배기와,

상기 피킹 증폭기의 입력 정합부에 연결되어 상기 커플러 및 전력 분배기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의 진폭을 증폭시키는 증폭

기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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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전력 증폭 장치의 입력단에 연결되어 임의의 커플링 비율을 갖는 커플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상기 피킹 증폭기로 서로 상이한 입력 전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상기 피킹 증폭기로 동일한 입력 신호를 인가하되,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상기 피킹 증폭기의 디바이스 사이즈를 각각 상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

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허티 증폭기의 결합 방식은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피킹 증폭기의 출력단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피킹 증폭기

가 동작하지 않을 때 로드 임피던스의 출력을 조절하는 오프셋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허티 증폭기의 결합 방식은 도허티 전력 증폭기 동작을 위해 임피던스 인버터 역할을 하는 1/4 파장 길이로 변환시

키는 쿼터 웨이퍼 전송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허티 증폭기의 결합 방식은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를 결정하기 위한 1/4 파장 길이로 변환시키는 쿼

터 웨이브 전송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허티 증폭기의 결합 방식은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수동 소자 결합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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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허티 증폭기의 결합 방식은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1/4 파장보다 작거나 긴 전송 라인과 수동

소자로 이루어진 결합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허티 증폭기의 결합 방식은 도허티 전력 증폭기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임피던스 인버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상기 피킹 증폭기의 입력 정합부를 변화시켜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상

기 피킹 증폭기로 각각 상이한 전력 용량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14.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캐리어 증폭기로의 입력 전력보다 상기 피킹 증폭기의 입력 전력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ZC)는 수학식

로 표현되되, 상기 IC는 캐리어 증폭기의 전류원,

상기 IP는 피킹 증폭기의 전류원, 상기 ZL 은 도허티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

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16.

공개특허 10-2006-0077818

- 14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킹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ZP)는 수학식 로 표

현되되, 상기 IC는 캐리어 증폭기의 전류원, 상기 IP는 피킹 증폭기의 전류원, 상기 ZL은 도허티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증폭 장치는 저 전력 영역에서는 상기 피킹 증폭기가 오프, 상기 캐리어 증폭기가 온되며, 고 전력 영역에서는

상기 피킹 증폭기 및 캐리어 증폭기가 온되도록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18.

입/출력 정합부를 각각 갖는 캐리어 증폭기 및 다수의 피킹 증폭기가 병렬로 연결되는 도허티 증폭기로서,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로 동일한 입력 전력을 인가하는 N-웨이 비대칭 전력 분배기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의 출력 정합부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가 동작하지 않

을 때 로드 임피던스 출력을 조절하는 오프셋 라인과,

도허티 동작을 위해 임피던스 인버터 역할을 하며 상기 오프셋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임피던스 출력을 1/4 파장 길이로 변

환시키는 제 1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과,

상기 도허티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상기 오프셋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임피던스 출력을 1/4 파장 길이로 변

환시키는 제 2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

을 포함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N-웨이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가 서로 상이한 비대칭 전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N-웨이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캐리어 증폭기로의 입력 전력보다 일정 값 이상 높은 전력을 상기 다수의 피킹 증

폭기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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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입/출력 정합부를 각각 갖는 캐리어 증폭기 및 다수의 피킹 증폭기가 병렬로 연결되는 도허티 증폭기로서,

상기 캐리어 증폭기와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로 동일한 입력 전력을 인가하는 N-스테이지 비대칭 전력 분배기와,

상기 캐리어 증폭기 및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의 출력 정합부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가 동작하지 않

을 때 로드 임피던스 출력을 조절하는 오프셋 라인과,

도허티 동작을 위해 임피던스 인버터 역할을 하며 상기 오프셋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임피던스 출력을 1/4 파장 길이로 변

환시키는 제 1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과,

상기 도허티 증폭기의 로드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상기 오프셋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임피던스 출력을 1/4 파장 길이로 변

환시키는 제 2 쿼터 웨이브 전송 라인

을 포함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N-스테이지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다수의 피킹 증폭기가 서로 상이한 입력 비율을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23.

제 21 항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N-스테이지 비대칭 전력 분배기는 상기 캐리어 증폭기로의 입력 전력보다 일정 값 이상 높은 전력을 상기 다수의 피

킹 증폭기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24.

제 1 항 또는 제 18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증폭 장치는,

상기 캐리어 증폭기 내에서 그 소스 단자가 접지되고 그 게이트 단자가 상기 캐리어 증폭기 내의 입력 정합부에, 그 드레인

단자가 상기 캐리어 증폭기 내의 출력 정합부에 각각 연결되는 MOS 계열의 제 1 소자와,

상기 피킹 증폭기 내에서 그 소스 단자가 접지되고 그 게이트 단자가 상기 피킹 증폭기 내의 입력 정합부에, 그 드레인 단

자가 상기 피킹 증폭기 내의 출력 정합부에 각각 연결되는 MOS 계열의 제 2 소자와,

상기 MOS 계열의 제 1 및 제 2 소자의 게이트 단자에 게이트 바이어스 전원을 인가하고 상기 MOS 계열의 제 1 및 제 2 소

자의 드레인 단자에 드레인 바이어스 전원을 각각 선택적으로 인가하는 바이어스 컨트롤러

를 더 포함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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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1 항 또는 제 18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증폭 장치는,

상기 캐리어 증폭기 내에서 그 에미터 단자가 접지되고 그 베이스 단자가 상기 캐리어 증폭기 내의 입력 정합부에, 그 컬렉

터 단자가 상기 캐리어 증폭기 내의 출력 정합부에 각각 연결되는 BJT 계열의 제 1 소자와,

상기 피킹 증폭기 내에서 그 에미터 단자가 접지되고 그 베이스 단자가 상기 피킹 증폭기 내의 입력 정합부에, 그 컬렉터

단자가 상기 피킹 증폭기 내의 출력 정합부에 각각 연결되는 BJT 계열의 제 2 소자와,

상기 BJT 계열의 제 1 및 제 2 소자의 베이스 단자에 베이스 바이어스 전원을 인가하고 상기 BJT 계열의 제 1 및 제 2 소

자의 컬렉터 단자에 컬렉터 바이어스 전원을 각각 선택적으로 인가하는 바이어스 컨트롤러

를 더 포함하는 비대칭 전력 구동을 이용한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26.

대칭 전력 분배 방식을 갖는 도허티 증폭기로서,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의 입/출력 정합 회로를 각각 서로 상이하게 구성한 비대칭 정합 회로

를 포함하는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증폭 장치는 대칭 전력 분배기를 갖는 대칭 전력 구동으로 이루어지는 N-웨이 방식과 N-스테이지 방식의 도허

티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28.

비대칭 전력 분배 방식을 갖는 도허티 증폭기로서,

캐리어 증폭기와 피킹 증폭기의 입/출력 정합 회로를 각각 서로 상이하게 구성한 비대칭 정합 회로

를 포함하는 전력 증폭 장치.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증폭 장치는 비대칭 전력 분배기를 갖는 비대칭 전력 구동으로 이루어지는 N-웨이 방식과 N-스테이지 방식의

도허티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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