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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WS를 이용하는 이동기지국용 전력증폭기

강상기*

A Power Amplifier for Portable Base Stations Operating in TVWS

Sanggee Kang*

요  약 

재난안전망에소형의이동무선통신망을보조적으로사용하면소규모의전파음영지역해소, 재난지역의트래픽과부하해소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신속하게 재난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휴대형 이동기지국은 소형의 이동무선망을

구축하는데필요하며, TVWS(TV White Space)를활용하는이동형기지국은전파의활용과무선망의구축비용측면에서효과적이다.

논문에서는 TVWS에서동작하는이동기지국용전력증폭기를설계및구현하였다. 구현한전력증폭기는 TV대역인 470 ~ 698MHz

에서동작하며, 이득은 20.1dB 이상, 입출력반사손실은 11.4dB 이상, 출력을 off 하였을때격리도는 39.9dB 이상이었다. 전력증폭기

의 IMD(Intermodulation Distortion) 특성은 470MHz에서 18.8dBm을출력할때 61.0dBc, 550MHz에서 18.6dBm 출력시 59.3dBc 그리

고 690MHz에서 19.0dBm 출력시 56.5dBc의 특성을갖는다. 본논문에서구현한전력증폭기는국내전파법규정을만족하므로이동

기지국용 전력증폭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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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 small mobile wireless network as a supplement to the disaster safety network can be useful for eliminating small 
radio shadowing areas, reducing traffic overloads in disaster areas, and quickly building a disaster communication network 
in difficult access areas. Potable base station is needed to build a small mobile wireless network, and the portable base station 
using TVWS(TV White Space) is effective in terms of utilization of radio frequency resources and construction cost of 
wireless networks.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power amplifier for portable base station operating in TVWS. The implemented 
power amplifier operates at 470 ~ 698MHz. The gain of the implemented amplifier is more than 20.1dB, the input/output 
return loss is more than 11.4dB, and the isolation is more than 39.9dB when the output is off. The IMD characteristic of 
the power amplifier has characteristics of 61.0dBc with 18.8dBm output at 470MHz, 59.3dBc wih 18.6dBm output at 
550MHz and 56.5dBc with 19.0dBm output at 690MHz. The power amplifier implemented in this paper can be used as a 
power amplifier for portable bas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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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세계각국에서는국가적인재난이발생했을때자국

민을안전하게보호하고, 중요한시설물에대한피해를최소

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안전통신망(public safety

communication network)을 구축하고 있다. 전국망으로 설

치되는 재난안전망은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음영지역이

있을수있으며, 트래픽의과부하로통신이되지않거나, 재

난이 발생한 지역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전국적인 규모로 설치되는 재난안전망과 더불어 소형의 이

동형 재난안전망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면, 소규모의 전파

음영지역해소, 재난지역의트래픽과부하해소그리고접근

이어려운지역에서신속하게재난통신망을구축할수있다.

이와같은목적을위해서배낭형이동기지국을이용한휴대

형 재난안전망을 개발하였으며, 휴대형 재난안전망의 시스

템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1,2]. (그림 1)의휴대형재난안

전망은 PS-LTE 기능과 TVWS를 이용한 통신을 지원하는

이동기지국, TVWS를 이용한 통신을지원하는 RF 백홀 브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K12-4-17)



TVWS를 이용하는 이동기지국용 전력증폭기

111

그림 1. 이동기지국을 이용한 재난안전망 구성도

릿지(Bridge), RF 백홀도너(Donor) 및NMS서버로구성된다.

본논문에서는과도한트래픽의증가등으로인한재난안

전망의불통또는도로유실등으로접근이어려운지역에서

신속하게 재난안전망을 복구할 수 있는 이동기지국에 사용

되는TVWS용전력증폭기의설계및구현에대해서기술한다.

Ⅱ. 전력증폭기의 구현 및 성능시험 

1. 전력증폭기의 구현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파수 공유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파수 공유기술의 직접

적인 예로는 TVWS를 이용한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다[3].

TVW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TVWS를 사용하려는 장치가

기존의지상파TV 방송에미치는간섭영향이없어야한다.

무선환경에서는동일한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타시스템

에 간섭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송신기의 선형성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림 2)는 FCC에서정의한TVWS를사용하는송신기의

스펙트럼마스크특성이다. FCC의 TVWS 스펙트럼마스크

는 고정국(36dBm EIRP)과 이동국(20dBm EIRP)을 6MHz

대역내의전력과인접채널의전력을 100kHz 분해능으로측

정했을 때, 인접채널의 전력이 -55dBc 이하의 PSD(Power

Spectral Density)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5].

전력증폭기의 선형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증폭소자의모델링이되어있어야선형성의예측이가

능하다. 통상적으로 전력증폭 소자의 비선형 모델이 제공되

는 경우는 드물며 소신호 s 파라미터가 제공되거나, 전력증

폭소자의성능을평가하기위한평가보드에서측정한특성

이제공된다. 때문에전력증폭기가원하는성능을갖는지확

인하기위한방법으로직접제작을통해서확인하는것이일

반적이다. 본논문에서는구현하고자하는 TVWS를이용하

는이동기지국용전력증폭기의성능규격은 <표 1>에요약

해서 나타내었다. <표 1>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전력증폭기

의선형성은 18dBm 출력에서 55dBc 이상의 IMD를 유지하

는 것이목표이다.

항 목 성 능 비 고

주파수범위 470~698MHz

출력 18dBm 이상

이 득 20dB

입출력 반사손실 10dB 이상

IMD(dBc) 55dBc

부가기능 스위칭 TDD

표 1. 전력증폭기의 성능 규격

그림 2. 스펙트럼 마스크

원하는 선형성을 갖는 전력증폭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증

폭 소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55dBc의 IMD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18dBm의 출력 전력을

기준으로 OIP3(3rd Order Intercept Point)는 적어도

45.5dB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현하고자 하는 전력증폭기

가취급하는신호는WiFi와 같이 PEP(Peak Envelop Power

Ratio)가큰신호이며, 전력증폭기의목표출력보다증폭소

자의 P1dB는 취급하는 신호의 PEP 이상 커야한다. 목표로

하는 PEP를 12dB 정도로 가정하는 경우 18dBm의 출력 전

력을기준으로 P1dB는 30dBm 이상이되어야한다. <표 2>

에는전력증폭기의구현에사용할목적으로선정한증폭소

자(Qorvo사의 TAT8804)의 주요 성능을 나타내었다.

<표 2>의성능을갖는증폭소자에 2-톤신호가인가된다

고 가정하면 2-톤 입력에 대한 상호변조왜곡은 –62dBc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선정한 증폭 소자의 P1d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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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dBm 이므로 18dBm을출력할때전력증폭기는 16dB 백오

프(Back-off)한 출력 전력에서 동작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표 2>의 특성을 갖는 증폭 소자는 <표 1>에 기술한 선형

성을 만족하는 전력증폭기로 구현될 수 있다.

항 목 성 능 비 고

주파수범위 50~1200MHz 470~698MHz

이 득 19.5±0.5dB

입출력 반사손실 17dB 이상

OIP3(dBm) 49dBm

P1dB(dBm) 34dBm

DC Power 12V, 650mA

표 2. 선정한 증폭 소자의 주요 성능

2. 전력증폭기의 성능 시험 

(그림 3) ~ (그림 5)에는 470MHz, 550MHz 그리고

690MHz에서측정한스펙트럼특성과출력전력을나타내었

다. (그림 3) ~ (그림 5)로부터 구현한 전력증폭기는 18dBm

이상의 출력에서 55dBc 이상의 선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있다. (그림 6)에는 전원을차단했을경우출력스펙트럼

특성과 이득(S21) 특성을 보여준다. 전원을 차단한 경우 이

득은 동작주파수 범위에서 –19.8dB 이다. (그림 7)은 전력

증폭기의이득특성과입출력반사손실특성을측정한결과

이다. (그림 7)의 측정결과로 부터 이득은 동작주파수 범위

에서 20.1 ~ 20.9dB 이며, 입출력 반사손실은동작주파수범

위에서 11.4dB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과 (그림 7)의

이득 특성으로부터 전원을 차단한 경우 전력증폭기의 격리

도는동작주파수범위에서 39.9 ~ 40.7dB 이다. <표 3>에는

구현한 전력증폭기의 성능 측정 결과를 요약해서 나타내었

다. 제작한 전력증폭기의 사진은 (그림 8)과 같다.

항 목 성 능 비 고

주파수범위 470~698MHz

이 득 20.1dB 이상

입출력 반사손실 11.4dB 이상

IMD(dBc)

61.0@18.8dBm 470MHz

59.3@18.6dBm 550MHz

56.5@19.0dBm 690MHz

격리도 39.9dB 이상

표 3. 구현한 전력증폭기의 성능 측정 결과 요약

(a) 스펙트럼 마스크

(b) 출력전력

그림 3. 470MHz에서 스펙트럼 마스크와 출력전력

(a) 스펙트럼 마스크

(b) 출력전력

그림 4. 550MHz에서 스펙트럼 마스크와 출력전력

(a) 스펙트럼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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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출력전력

그림 5. 690MHz에서 스펙트럼 마스크와 출력전력

(a) off일 때 출력 스펙트럼

(b) off일 때 이득 특성

그림 6. 전력증폭기의 off 특성

그림 7. 전력증폭기의 이득과 입출력 반사손실

그림 8. 제작한 전력증폭기 사진

Ⅲ. 결  론

논문에서는 TVWS에서동작하는이동기지국용전력증폭

기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구현한 전력증폭기는 TV대역인

470 ~ 698MHz에서 동작하며, 이득은 20.1dB 이상, 입출력

반사손실은 11.4dB 이상이며, 출력을 off 하였을때격리도는

39.9dB 이상임을 보였다. 전력증폭기의 IMD 특성은

470MHz에서 18.8dBm 출력시 61.0dBc, 550MHz에서

18.6dBm 출력시 59.3dBc 그리고 690MHz에서 19.0dBm 출

력시 56.5dBc의특성을갖는다. 전력증폭기의비선형특성을

종합해 보면 18dBm 출력에서 최소 56.5dBc의 특성을 갖는

다. 본논문에서구현한전력증폭기는국내전파법의규정을

만족하므로 이동기지국용 전력증폭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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