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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중대역

전파영상시스템

송신기에

해당하는

전력

증폭기와 SPDT 스위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것이다.
전력 증폭기는 3 m 앞에 장애물이 있고, 10 m 거리에 있는 물체를
직경 12 cm 이내 해상도로 영상화하기 위해 S/X 대역에서 15 %
이상의 대역폭과 24 dBm 이상의 출력전력을 필요로 한다. CMOS 의

i

낮은

breakdown

voltage

문제를

해결하고,

높은

impedance

transformation ratio 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stack 구조를
선택하였다. 출력 matching 회로는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스위치와 Wilkinson power combiner 를 이용해 2-stage 로 나누어
low Q matching 을 하였다.
SPDT 스위치는 전력 증폭기와 안테나 사이에서 S 대역 신호와
X 대역 신호의 경로를 결정하며, 전력 증폭기의 출력전력 이상의
P1dB 와 높은 insertion loss, isolation 특성이 필요하다. DC ~ 20
GHz 까지의 동작

주파수와 27 dBm 이상의

P1dB 를 목표로

설계하였다. CMOS 의 낮은 breakdown volt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ack 구조를 사용하였고, 기존 Series-Shunt SPDT 스위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였다.

기존

구조의

shunt

트랜지스터에 의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gate/body switching
technique 을 사용하여 약 2 dB 의 향상된 P1dB 를 얻었다.
주요어 : Power amplifier, Dual band, SPDT switch, CMOS, Radar
학 번 : 2012 - 2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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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전파영상시스템은 특정한 전파를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표적의
존재유무를 파악하여 영상화하는 시스템이며, 특히 복잡한 환경에
놓인(비균일

매질)

물체의

탐지

및

영상화가

목표이다.

초소형

재구성이 가능한 전파영상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기존 전파영상시스템의
주 활용분야인 대규모 군사용 및 방재용의 활용범위를 넘어 인체 내부
암 진단, 차량용 radar, 건물 내 보안, 농촌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감지를 비롯한 매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 놓인 물체를 전파 영상화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데,

현재의

전파영상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주파수 대역 신호만 처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단일대역 전파영상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중대역

전파영상시스템의

송신기

일부인

전력

증폭기와

SPDT

스위치를 제안한다. 장애물의 투과손실이 낮고 높은 해상도가 필요할
경우 높은 주파수(X-band)의 신호가, 거리가 멀고 투과손실이 큰
경우 낮은 주파수(S-band)의 신호가 적합하기 때문에 S/X 이중대역
전력 증폭기를 CMOS 0.13um 공정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S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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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는 DC 에서 20GHz 까지의 동작 주파수와 27 dBm 이상의
P1dB 를 목표로 설계하였다. 기존 Series-Shunt SPDT 스위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여 10 GHz 에서 약 2 dB
향상된 28.4 dBm 의 P1dB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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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중대역 전력 증폭기
2.1. stacked 전력 증폭기
CMOS 는 낮은 breakdown voltage 와 높은 어깨전압(

) 특성을

갖는다. 이는 고출력·고효율 전력 증폭기 구현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높은 출력 전력을 위하여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impedance

transformation

ratio

가

커지게

되어

matching

network 에서 생기는 손실(loss) 과 대역폭 제한의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각

단자

사이의

낮은

breakdown

voltage 를 극복하고 low-Q 매칭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증폭기의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지스터를 쌓아 올리는 'stacked 구조'를 이용하여
고출력·고효율 전력증폭기를 구현하였다. 하나의 common source
트랜지스터와 두 개의 stacked 트랜지스터를 연달아 연결하여 각각의
트랜지스터 drain 쪽 출력 swing 들이 점차적으로 쌓는 구조이다.
Common gate 트랜지스터의 gate 는 RF-ground 로 처리하는
cascode 구조와 달리 적절한 값의 외부 캐패시터를 달아 gatesource 사이의 기생 캐패시터와 전압 분배를 한다. 그래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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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 gate-source 그리고 drain-source 간의 RF swing 을
동일하게 한다. 이것은 cascode 의 common gate 트랜지스터에서
생기는 gate-drain breakdown 전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drain 전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의 간단한 등가모델에서

가 굉장히 크고 gate 에 외부

캐패시터를 위치하였을 때, stacked 트랜지스터의 source 쪽을 바라본
입력 임피던스

는 다음과 같다[1].

(
(

)
)

stacked 트랜지스터들은 같은 전류 swing 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각

소스

입력

임피던스

는

각

트랜지스터의

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최종 출력 load
impedance 는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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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acked-FET의 소신호 등가회로

출력 전력과 소모 DC 전력이 같을 때, gate 사이즈를 n 배로 늘린
n-parallel FET 과 비교 할 경우 n 배의 높은 전압과 전압 이득을
가질 수 있고 출력 load impedance 는
impedance

transformation

ratio

배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가

낮아

네트워크에서의 손실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5

대역폭과

매칭

2.2. 이중대역 Wilkinson Power Combiner
Power combiner와 divider는 마이크로웨이브 전력 증폭기에서 중요
한 구성요소이다. 전력이 부족할 경우 combining을 통해 전력을 보상
해주고, impedance transforming 역할도 한다. 일반적인 Wilkinson
power

combiner는

하나의

설계

주파수와

설계

주파수의

odd

harmonics에서만 동작한다. 그래서 이중 대역에서 combiner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L과

C를

이용한

이중대역

Wilkinson

Power

Combiner를 사용하여 전력증폭기의 output matching network를 구성
하였고, 두 stacked 전력증폭기의 출력 전력을 combining 하였다.
이중대역 Wilkinson power combiner는 그림2와 같고[2], 구조가
symmetric 하기 때문에 even/odd mode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Even mode의 경우 병렬로 연결된 L, C, R은 open 으로 보이기 때문
에 transmission line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 Rab는 power ratio에 의
해서 결정되고 1:1일 경우 2Ra가 된다. Rab를 Rb로 transmission line
을 이용해 impedance transforming을 하게 되고, 이 때 Zb1, Zb2, θ
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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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중대역 Wilkinson power combiner 등가회로

그림 3. 이중대역 Wilkinson power combiner even mode 등가회로

θ
( 𝛽1 𝛽

𝑛𝜋
𝛽1

𝛽

∶ 각각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wave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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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d

mode의

경우

회로는

그림4와

같다.

Even

mode에서

transmission line의 값들은 이미 정해졌으므로 R, L, C 값으로 GND를
Rb로 impedance transforming을 하게 된다.

그림 4. 이중대역 Wilkinson combiner odd mode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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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체 회로 구성
2.3.1 Main Stage

그림 5. Main stage의 3-stacked PA schematic 회로

그림 6. Main stage 전체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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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combining을 하기 전 단일 전력 증폭기는 그림 5와 같다.
3-stacked 구조이고, 출력 매칭은 switch를 이용해 S/X 대역에서
Zopt에서 35Ω으로 매칭하였다. Switch는 3.3V device를 사용하였고,
CMOS 공정의 낮은 breakdown 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stacked구조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큰 AC swing이 들어올 경우
switch가 완전히 off 상태가 되지 않는 문제와 junction 다이오드
turn-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ate와 body에 음전압을 가해주었다.
35Ω으로 매칭된 PA의 출력은 그림 6과 같이 이중대역 Wilkinson
power

combiner를

통해

50Ω으로

impedance

매칭과

power

combining을 동시에 하게 된다.
입력 매칭은 출력과 마찬가지로 switch를 이용해서 하였고, voltage
swing이 작기 때문에 하나의 트랜지스터만 사용하였다. 각각의 PA를
바라본 impedance가 같기 때문에 divider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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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Driver Stage

그림 7. Driver stage schematic 회로

Driving 증폭기는 feedback 증폭기 구조이다. 이중대역으로 설계 할
경우 필요한 소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loss와 chip size에서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간단하지만 광대역 특성을 갖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특히 main stage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 전력이 X 대역이 S 대역보다
3~5 dB 더 크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 대역의 gain을 깎아주고, 높은 주
파수 대역의 gain을 보상해주는 feedback 증폭기는 본 논문의 driving
증폭기로 적절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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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stage 전력 증폭기

그림 8. 2-stage 전력 증폭기 schematic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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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DC to 20 GHz SPDT 스위치
3.1. Conventional series-shunt SPDT 스위치 한계
SPDT 스위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series-shunt 구조는 직렬 트랜
지스터 2개와 병렬 트랜지스터 2개로 구성된다. 기본 회로도는 그림 9
와 같다.

그림 9. Conventional series-shunt SPDT switch

직렬 트랜지스터는 경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병렬 트랜지스터는
직렬 트랜지스터의 기생 캐패시터를 통해서 빠져 나오는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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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short 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isolation 특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CMOS 공정을 이용하여 series-shunt SPDT 스위치를 만들
경우 트랜지스터의 낮은 breakdown voltage와 많은 기생 캐패시터로
인하여 높은 전력과 고주파에서 높은 성능을 얻기 힘들다.
높은 전력에서도 동작하는 CMOS 스위치를 만들기 위해 직렬 트랜
지스터를 쌓는 형태인 stack 구조를 주로 사용하는데[5], 이 때 병렬
트랜지스터가 스위치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stacked
SPDT 스위치의 회로도는 그림 10과 같다. 만약 port3에서 port1으로
큰

신호가

지나간다면,

병렬

트랜지스터의

turn-on

문제와

breakdown 문제가 있다. 병렬 트랜지스터가 의도치 않게 turn-on 될
경우 isolation, insertion loss, P1dB가 모두 나빠지게 된다. 그리고
off된 병렬 트랜지스터는 캐패시터로 보이게 되는데 고주파에서는
impedance가 낮아 신호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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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onventional 2-stacked series-shunt SPDT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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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안된 SPDT 스위치 구조
Stacked 구조로 스위치를 만들 때 병렬 트랜지스터에 의한 성능 감
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림 11과 같은 구조를 제안한다. 병렬 트랜지스
터 대신 gate switching technique과 body switching technique을 동
시에 사용하여 기존 구조보다 향상된 P1dB 성능을 얻을 수 있다
[5][6].

그림 11. Proposed SPDT switch

표 1은 스위치의 컨트롤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신호가 port3에서
port2로 지나갈 경우 SPDT 스위치의 port3와 port1사이의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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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12가 되고, 신호가 port3에서 port1로 지나갈 경우 SPDT 스
위치의 port3와 port1 사이의 등가회로는 그림 13이 된다.

S1(V)

S2(V)

B1(V)

B2(V)

port3 → port2

-2.5

2.5

-2

0

Port3 → port1

2.5

-2.5

0

-2

표 1. Proposed SPDT switch control voltage

그림 12. Proposed SPDT switch off-state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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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tate 트랜지스터는 기생 캐패시터와 junction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로 나타낼 수 있고, on-state 트랜지스터는 저항(R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Ron은 충분히 큰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므로 short에 가깝다.
Port3에 큰 전압이 인가 되어도 직렬로 연결된 캐패시터들에 의해 전
압 분배되므로 breakdown 문제가 해결된다. 고주파에서의 isolation
문제는 gate/body switch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gate
와 body에 연결된 트랜지스터(on-state)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신호
가 빠져나가 port1으로는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그림 13. Proposed SPDT switch on-state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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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3에서 port1으로 신호가 지나가게 될 경우 등가회로는 그림 13
와 같다. 직렬 트랜지스터들은 모두 작은 저항(0.4~0.6Ω)으로 보이므
로 short라고 볼 수 있고, gate와 body에 트랜지스터는 off 상태가 된
다. Body 부분은 기생 캐패시터 값이 gate 부분보다 작고, junction 캐
패시터의 경우 breakdown에 강하기 때문에 회로 성능에 큰 영향을 주
지 않아 등가회로에서 생략하였다.
Insertion loss는 직렬 트랜지스터의 Ron 저항이 작을수록 작기 때
문에 트랜지스터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기생 캐패
시터가 커지므로 적절한 값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가 지나가는 on-path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병렬 트랜지스터
의 breakdown 문제와 turn-on 문제이다. 기존 series-shunt SPDT
스위치는 직렬 트랜지스터 stack을 쌓아도 병렬 트랜지스터 때문에 높
은 전력이 통과 할 경우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가 힘들다. 제안한 구조
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한 구조이다. 그림 13의 파란 점은 10kΩ 저
항 때문에 2.5 V 가 된다. Gate에 연결된 트랜지스터의 전체 기생 캐패
시터를 CT로 등가 할 경우 빨간 점인 Vin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아래 식으로부터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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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 하나의 breakdown 전압을 Vbk라고 하였을 때, 결과적으
로 기존구조보다 (Vbk-2.5) V 만큼 더 높은 최대 전압을 견딜 수 있
다.

3.3. 시뮬레이션 결과
IL(dB)

Isolation(dB)

P1dB(dB)

10 GHz

1.80

25.57

26.6

20 GHz

2.08

19.92

26.7

10 GHz

2.12

27.48

28.4

20 GHz

2.44

21.21

28.4

Conventional

Proposed

표 2. SPDT switch simulation result

표 2 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한 구조는 conventional 구조와
비교하여 insertion loss, isolation 은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고, P1dB는
약 2 dB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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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Insertion loss and isolation versus frequency

그림 15. P1dB versus inpu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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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simulation 결과는 표 3과 같다. 음
전압을 사용하지 않으면 transistor의 gate-source, gate-drain 사이
전압을 threshold 전압 아래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transistor가 의
도치 않게 켜지게 되어 isolation 특성이 많이 나빠진다. 기존 구조보다
제안한 구조가 이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P1dB 측면에서는
음전압을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차이가 더 크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다.
IL(dB)

Isolation(dB)

P1dB(dB)

10 GHz

1.83

25.4

20.8

20 GHz

2.21

19.8

20.8

10 GHz

2.00

19.5

24.4

20 GHz

2.65

14.3

25.0

Conventional

Proposed

표 3. SPDT switch simulation result(Non-negative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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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현 및 측정 결과
4.1. Main stage 측정결과

그림 16. Main stage chip 사진

전력 증폭기는 0.13 um CMOS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칩 크기는
패드를 포함하여 0.76 mm x 1.0 mm 이고, 칩 사진은 그림 16과 같다.
본 전력 증폭기는 S 대역과 X 대역에서 동작하는 구조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X 대역의 경우 9 GHz 에서 출력전력이 24.44 dBm 일 때, 23.1 %
의 PAE, 6.9 dB Gain을 확인하였고, 8 ~ 10 GHz 에서 출력전력이 1
dB 이내로 평탄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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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대역의 경우 3 GHz 에서 출력전력이 25.17 dBm 일 때, 38.5 %
의 PAE, 14.2 dB Gain을 확인하였고, 2.2 ~ 4.0 GHz 에서 출력전력이
1 dB 이내로 평탄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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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S-parameter

그림 17. Main stage S 대역 S-parameters

그림 18. Main stage X 대역 S-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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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Output, Gain and PAE versus input power

그림 19. Main stage Output, Gain and PAE versus input power (@ 3 GHz)

그림 20. Main stage Output, Gain and PAE versus input power(@9.2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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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Output, Gain and PAE versus frequency

그림 21. Main stage Output, Gain and PAE versus frequency (S-band)

그림 22. Main stage Output, Gain and PAE versus frequency (X-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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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stage 전력 증폭기 측정결과

그림 23. 2-stage 전력 증폭기 chip 사진

Driver단을 포함한 전체 회로의 칩 사진은 그림 23와 같고, 칩
크기는 패드를 포함하여 1.12 mm x 0.77 mm 이다. S 대역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X
대역은 중심주파수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9 GHz, 측정결과에서는
8.4GHz 로 틀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Interstage matching의 병렬
인덕턴스 값이 예상보다 0.1 ~ 0.2 nH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Ground 본딩 인덕턴스 값과 소자 연결선 기생 인덕턴스의 EM
시뮬레이션 값의 오차로 인하여 값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X 대역의 경우 8.4 GHz 에서 출력전력이 24.77 dBm 일 때,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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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AE, 19.7 dB 의 Gain을 확인하였고, 7.6 ~ 9.4 GHz 에서
출력전력이 1 dB 이내로 평탄한 모습을 보인다.
S 대역의 경우 3 GHz 에서 출력전력이 25.3 dBm 일 때, 36.4 % 의
PAE, 20.9 dB 의 Gain을 확인하였고, 2.4 ~ 4.0 GHz 에서 출력전력이
1 dB 이내로 평탄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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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S-parameter

그림 24. 2-stage 전력 증폭기 S 대역 S-parameters

그림 25. 2-stage 전력 증폭기 X 대역 S-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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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Output, Gain and PAE versus frequency

그림 26. 2-stage PA Output, Gain and PAE versus frequency (S-band)

그림 27. 2-stage PA Output, Gain and PAE versus frequency (X-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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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Comparison with oth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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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은

이중대역

전파영상시스템

송신기에

해당하는

전력

증폭기와 SPDT 스위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것이다.
전력 증폭기는 3 m 앞에 장애물이 있고, 10 m 거리에 있는 물체를
직경 12 cm 이내 해상도로 영상화하기 위해 S/X 대역에서 15 %
이상의 대역폭과 24 dBm 이상의 출력전력을 필요로 한다. CMOS 의
low breakdown voltage, 높은 impedance transformation ratio 를
극복하고, 원하는 대역폭과 출력 전력을 얻기 위해 stack 구조를
선택하였다. 출력 matching 회로는 넓은 대역폭을 얻기 위해 스위치와
Wilkinson power combiner 를 이용해 2-stage 로 나누어 low Q
matching 을 하였고, Driving 증폭기는 feedback 증폭기로 설계하였다.
CMOS 0.13um공정을 사용하여 설계되었고, X 대역의 경우 8.4 GHz
에서 출력전력이 24.77 dBm 일 때, 27.2 % 의 PAE, 19.7 dB 의
Gain을 확인하였고, 7.6 ~ 9.4 GHz 에서 출력전력이 1 dBm 이내로
평탄한 모습을 보인다. S 대역의 경우 3 GHz 에서 출력전력이 25.3
dBm 일 때, 36.4 % 의 PAE, 20.9 dB 의 Gain을 확인하였고, 2.4 ~
4.0 GHz 에서 출력전력이 1 dBm 이내로 평탄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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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T 스위치는 전력 증폭기와 안테나 사이에서 각 대역의 경로를
정하며, 전력 증폭기의 출력전력 이상의 P1dB 와 높은 insertion loss,
isolation

특성이

필요하다.

SPDT

스위치도

CMOS

의

낮은

breakdown volt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ack 구조를 사용하였고,
기존 Series-Shunt SPDT 스위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였다. 기존 구조의 shunt 트랜지스터에 의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gate/body switching technique 을 사용하여 약 2 dB 의
향상된 P1dB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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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s of CMOS Dual Band Power Amplifier
and DC to 20 GHz SPDT Switch for Radar System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s of CMOS dual band power
amplifier and wideband SPDT switch.
In case of power amplifier, to overcome the low breakdown voltage
limit of MOSFETs, a stacked-FET topology is employed. For output
matching network, Wilkinson power combiner and 2-stacked switch
are applied to achieve a saturated output power of over 24 dBm and
a bandwidth over 15 % from each band.
A new structure of SPDT switch with high power handling is
proposed using body switching technique and gate switching
technique. So the proposed SPDT switch improved P1dB about 2dB
higher than conventional series-shunt SPDT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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