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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력 제어

요약

본 발명은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입력 신호를 증폭하며 그리고 상기 증폭된 신호를 출력 신호로서 제공하기

위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를 포함하는 전력 제어 구조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유지하는 동안 넓은

범위에 걸쳐 전력 제어를 허용하기 위해, 상기 구조는 적어도 높은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

폭기에 제공되는 전력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상기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제1 제어 구조, 및 추가로 적어

도 낮은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입력 신호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기 전에 상기 입력 신호의

전력을 조절함으로써 상기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제2 제어 구조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대응하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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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입력 신호를 증폭하며 그리고 상기 증폭된 신호를 출력 신호로서 제공하기

위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를 포함하는 전력 제어 구조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그러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

기의 출력 신호의 적어도 한 전력 레벨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들이 매우 효율적인 전력 증폭기들인 것으로 최신 기술로부터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3,919,656호에 언급되어 있는 클래스-E 증폭기들은 이론적으로 100% 전력 효율에 접근할 수 있는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들이다.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들은 예를 들면 이동 장치들에 채용되는 송신기 아키텍처들과 같은 적은 전력 소비

를 필요로 하는 송신기 아키텍처들에서 사용된다.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가 매우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는 본질적으로 매우 비선형적이다. 다시

말하면,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 신호들의 진폭은 정규 작동 범위 내에서의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입력 신호

들의 진폭 변화에 의해 선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반면에,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는 입력 위상 변조 신호들의

위상을 그다지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들은 진폭 변조 신호들보다도 일정한 엔벨로프

(envelope) 위상 변조 신호들을 증폭시키는데 오히려 적합하다.

어떤 경우에는, 증폭되어야 할 신호들이 제1 부분에서 어떠한 엔벨로프 변동도 갖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경우에는,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가, 예컨대,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COM-22, pp. 1942-1945 (1974년 12월), "비선

형 구성요소들을 통한 선형 증폭(Linear Amplification with Nonlinear Components)"에서 벨 연구소(Bell laboratories)

의 디. 씨. 콕스(D. C. Cox)가 제안한 LINC(LInear amplification using Non-linear Components) 시스템에서, 또는 대역

통과 '펄스 위치 변조(pulse position modulation; PPM)'를 사용할 때, 엔벨로프 변동을 묵인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

는,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를 포함하는 구조는 대개 송신기 출력 신호에 대한 정확한 엔벨로프를 생성시키는 단계를 수

행한다.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를 채용하는 구조는 예를 들면 기존의 엔벨로프 제거 및 복원(envelope elimination and

restoration; EER) 송신기에 제공된다. 그러한 EER 송신기에서는, 일정한 엔벨로프 위상 변조 무선 주파수 신호가 증폭을

위해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입력된다. 이후에는,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공급 전력 변경을 통해 엔벨로프가 스위

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서 복원된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전력 증폭기에 의해 출력되는 신호들의 평균 전력 레벨이 아마도 매우 큰 동적 범위에 걸쳐

서도 제어될 수 있어야 한다.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력 레벨에 대한 기존의 전력 제어에 있어서는, 가변 이득 증폭기

(Variable Gain Amplifier; VGA)가 상기 전력 증폭기 앞에 배치되어 필요한 출력 전력 레벨에 따라 입력 신호를 예비 증폭

시킨다. 그러나,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가 본질적으로 매우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 제어는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 반면에, 위에서 언급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대한 전력 공급 변경을 통해 달성될 수 있

는 동적 범위는 하한값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하한값은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트랜지스터의 기생 커패시턴스들에 기

인하여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트랜지스터를 통한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의 누설로부터 초래된다.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들의 전력 제어를 다루고 있는 문헌은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에프. 에이치. 라압(F. H. Raab), 비. 이. 시그몬(B. E. Sigmon), 알. 지. 마이어즈(R. G. Myers) 및 알. 엠. 잭슨

(R. M. Jackson)은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Vol. 46, No. 12 (1998년 12월),

"Kahn EER 기법을 사용하는 L-대역 송신기(L-Band Transmitter Using Kahn EER Technique)"라는 문헌에서 EER 아

키텍처들에서의 비선형 전력 증폭기들의 사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력 증폭기에 대한 구동 레벨이 모든 공급 전압 값들에

서의 출력 포화 유지를 위해 조절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헌 국제공개 특허 제WO 98/49771호에는 낮은 전력 레벨들에서의 효율 개선을 위해 전력 증폭기의 전압 및 바이어스 전

류 제어를 수행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문헌 미국 특허 제6,323,731호에는 전력 제어가 전력 증폭기 공급 전압을 통해 달성되는 경우에 출력 전력 범위를 넓히도

록 전력 증폭기의 동적 바이어스 제어를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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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문헌들 중 어떠한 문헌도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유지하면서 매우 큰 동적 범위에 걸쳐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선형 전력 제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한 목적은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개선된 전력 제어를 허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한 목적은 출력 전

력의 넓은 범위에 걸쳐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유지하면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 신호의 값이 제어

값을 가능한 한 선형적으로 추종하게 하는 전력 제어를 허용하는 것이다.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입력 신호를 증폭하며 그리고 상기 증폭된 신호를 출력 신호로서 제공하는 스위칭 모

드 전력 증폭기를 포함하는 전력 제어 구조가 제안된다. 상기 제안된 구조는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는 전력 공

급을 조절함으로써 적어도 높은 전력 레벨들이 출력 신호에 필요한 경우에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제1 제

어 구조를 더 포함한다. 더욱이, 상기 제안된 구조는 입력 신호가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기 전에 입력 신호의

전력을 조절함으로써 적어도 낮은 전력 레벨들이 출력 신호에 필요한 경우에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제2

제어 구조를 포함한다.

그 외에도,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 신호의 적어도 한 전력 레벨을 제어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는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입력 신호를 증폭하며 그리고 상기 증폭된 신호를 출력 신호로서 제공하도록

취해진다. 한편으로, 상기 제안된 방법은 적어도 높은 전력 레벨들이 출력 신호에 필요한 경우에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

에 제공되는 전력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 상기 제안된

방법은 적어도 낮은 전력 레벨들이 출력 신호에 필요한 경우에 입력 신호가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기 전에 입

력 신호의 전력을 조절함으로써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출력 전력 레벨은 결과적으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대한 전력 공급을 조절

함으로써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유지하게끔 기존의 방식으로 제어된다. 그러나,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

요한 경우에, 입력 신호가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기 전에 출력 전력 레벨이 입력 신호의 진폭을 조절하게끔 제

어된다. 낮은 전력 레벨들에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트랜지스터를 통한 누설이 이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스위칭 모

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DC 전류가 아직은 적은 양이기 때문이다. 높은 출력 전력 레

벨들 및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 사이에서는, 양자 모두의 접근 방안들이 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이점은 본 발명이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전력 제어를 위한 공지된 접근 방안들의 대체 방안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이점은 본 발명이 높은 전력 레벨들에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유지하면서 넓은 전력 범위

에 걸쳐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에서의 전력 레벨의 선형 제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이점은 본 발명이 어떠한 전력 제어도 수행되지 않거나 전력 제어가 좁은 범위를 갖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추가의 무선 주파수 구성요소들을 거의 또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첨부한 종속 청구항들로부터 자명해질 것이다.

제안된 방법 및 제안된 구조는 예컨대 일정한 엔벨로프 신호가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에서 제공되어야 할 경우에

단지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력 레벨만을 제어하는데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안된 방법 및 상기 제안된 구조는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의해 출력되는 신호

의 진폭 변조를 제어하기 위해 추가로 채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동적 범위는 평균 전력 레벨 변동 및 필요한

진폭 변동 양자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전력 레벨 제어 및 진폭 변조 양자 모두는 한편으로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

이 필요한 경우에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는 전력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입력 신호의 예비 증폭을 통해 실현된다.

채용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는 임의로 선택될 수 있다. 상기 채용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는 예를 들면 클래스-E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일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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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예를 들면 기존의 EER 송신기를 향상시키는데 채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 및 특징들은 첨부도면들과 함께 언급된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자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여

기서 이해해야 할 점은 첨부도면들이 첨부된 청구의 범위를 참조하여야 하는 본 발명의 범위에 대한 정의로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시만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여기서 이해해야 할 점은 첨부도면들이 단순히 본 명세서에서

언급되는 구조들 및 절차들을 개념적으로 예시하려고만 의도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제어 구조의 제1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 선도이다.

도 2는 도 1의 전력 제어 구조에서 채용되는 대표적인 제어 전압들을 나타내는 선도이다.

도 3은 도 1의 구조에서의 도 2에 나타나 있는 제어 전압들의 효과들을 예시하는 선도이다.

도 4는 도 1의 구조에서 도 2의 제어 전압들을 사용할 경우 직선으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전력 편차를 예시하는 선도이다.

도 5는 도 1의 구조에서 도 2의 제어 전압들을 사용할 경우 출력 신호의 위상을 예시하는 선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제어 구조의 제2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 선도이다.

도 7은 진폭 제어 및 그 결과로 얻어진 출력 전압을 획득하기 위해 도 6의 전력 제어 구조에서 채용되는 대표적인 제어 전

압들을 나타내는 선도이다.

도 8은 도 6의 구조에서의 도 7에 나타나 있는 제어 전압들의 효과들을 예시하는 선도이다.

도 9는 서로 다른 출력 전력 레벨들을 획득하기 위해 진폭 제어 전압의 함수로서 도 6 구조의 출력 전압을 예시하는 선도이

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제어 구조의 제1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블록 선도이다. 상기 구조는 예를 들면 일정한

엔벨로프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채용되는 송신기 또는 송신기의 일부일 수 있다. 상기 증폭된 출력 신호의 평균 전력 레벨

은 넓은 범위에 걸쳐 제어가능하여야 한다.

도 1의 전력 제어 구조는 클래스-E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를 포함한다.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는 전계 효과 트랜

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 FET; T)를 포함한다.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전압 공급 단자는 초크 코일

(Lchoke)을 통해 상기 트랜지스터(T)의 드레인에 접속된다. 상기 트랜지스터(T)의 드레인은 또한 제1 커패시터(Cd)를 통

해 접지(Gnd)에 접속되며 제2 코일(L+Lx) 및 제2 커패시터(C)를 통해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RF_Out)에

접속된다. 동시에,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RF_Out)은 도 1에 나타나 있는 구조의 출력을 구성한다. 마찬가

지로, 상기 트랜지스터(T)의 소스는 접지(Gnd)에 접속된다. 상기 트랜지스터(T)의 게이트가 한편으로는 저항기(R)를 통

해 바이어스 제어 단자에 접속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입력에 접속된다.

도 1의 전력 제어 구조는 버퍼(1)에 접속되는 신호 입력 단자(RF_In)를 더 포함한다. 상기 버퍼(1)의 출력은 제3 커패시터

(Ca)를 통해 VGA(2)의 입력에 접속된다. 상기 VGA(2)의 출력은 제4 커패시터(Cb)를 통해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

의 입력에 접속된다.

도 1의 전력 제어 구조는 전력 제어 유닛(3)을 더 포함한다. 상기 전력 제어 유닛(3)의 출력은 Vdd 제어 유닛(4)의 입력,

VGA 제어 유닛(5)의 입력 및 바이어스 제어 유닛(6)의 입력에 병렬로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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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Vdd 제어 유닛(4)의 출력은 제1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C; 7)를 통해 DC/DC 변환기(8)의 제어 입력에 접속

된다. (도시되지 않은) 배터리는 상기 DC/DC 변환기(8)의 전력 공급 입력에 접속되며, 상기 DC/DC 변환기의 출력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전압 공급 단자에 접속된다. Vdd 제어 유닛(4), DAC(7) 및 DC/DC 변환기(8)는 제1 제어 구조

를 구성한다.

상기 VGA 제어 유닛(5)의 출력은 제2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C; 9)를 통해 상기 VGA(2)의 제어 입력에 접속된다.

VGA 제어 유닛(5) 및 DAC(9)는 제2 제어 구조를 구성한다.

상기 바이어스 제어 유닛(6)의 출력은 제3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C; 10)를 통해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바이어스 제어 단자에 접속된다. 바이어스 제어 유닛(6) 및 DAC(10)는 제3 제어 구조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부하(RL), 예를 들면 안테나는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RF_Out) 및 접지(Gnd) 사이에 배치된

다.

도 1의 전력 제어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작동된다.

전력 제어 방식으로 증폭되어야 할 일정한 엔벨로프 무선 주파수 신호는 상기 전력 제어 구조의 입력 단자(RF_In)에 인가

되며 버퍼(1)에서 버퍼링된다. 이어서, 입력 신호는 상기 버퍼(1)에 의해 상기 제3 커패시터(Ca)를 통해 상기 VGA에 제공

된다. 상기 VGA는 자신의 제어 입력에 인가되는 제어 전압에 종속하는 이득을 사용하여 수신된 신호를 예비 증폭시킨다.

이어서, 예비 증폭된 신호는 상기 제4 커패시터(Cb)를 통해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입력에 제공되며, 상기 스위

칭 모드 전력 증폭기는 상기 수신된 신호를 부가적으로 증폭시킨다.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의해 사용되는 증폭

인자는 주로 자신의 전압 공급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Vdd)에 종속한다. 상기 부가적으로 증폭된 신호는 이어서 상기 스위

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RF_Out)을 통해 상기 부하(RL)에 제공된다.

현재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다.

상기 전압 제어 유닛(3)은 이러한 제어 신호를,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현재 원하는 출력 전력을 나타내는 디지털

워드의 형태로 제공한다. 상기 디지털 워드는 상기 Vdd 제어 유닛(4), 상기 VGA 제어 유닛(5) 및 상기 바이어스 제어 유닛

(6)에 제공된다.

상기 Vdd 제어 유닛(4)은 제1의 소정의 연관성에 따라 상기 수신된 디지털 워드를 디지털 Vdd 제어 워드에 매핑시키고 이

러한 Vdd 제어 워드를 상기 제1의 DAC(7)에 제공한다. 상기 제1의 DAC(7)는 수신된 디지털 Vdd 제어 워드를 적합한 아

날로그 제어 전압(Vdd_Cntrl)으로 변환시킨다. 이러한 아날로그 제어 전압(Vdd_Cntrl)은 상기 DC/DC 변환기(8)의 출력

레벨을 제어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상기 DC/DC 변환기(8)는 상기 수신된 제어 전압(Vdd_Cntrl)에 종속하여 상

기 배터리로부터 자신의 전력 공급 입력에 수신되는 전압을 조절한다. 상기 DC/DC 변환기(8)는 상기 제어 전압(Vdd_

Cntrl)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고효율을 갖는다. 상기 조절된 전압(Vdd)은 이어서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전압 공급

단자에 인가된다.

동시에, 상기 VGA 제어 유닛(5)은 제2의 소정의 연관성에 따라 상기 수신된 디지털 워드를 디지털 VGA 제어 워드에 매핑

시키고 이러한 VGA 제어 워드를 상기 제2의 DAC(9)에 제공한다. 상기 제2의 DAC(9)는 상기 수신된 디지털 VGA 제어

워드를 적합한 아날로그 제어 전압(VGA_Cntrl)으로 변환시키고 이러한 제어 전압(VGA_Cntrl)을 상기 VGA의 제어 입력

에 인가한다. 이리하여, 상기 VGA의 이득이 제어된다.

더욱이, 상기 바이어스 제어 유닛(6)은 제3의 소정의 연관성에 따라 상기 수신된 디지털 워드를 디지털 바이어스 제어 워

드에 매핑시키고 이러한 바이어스 제어 워드를 상기 제3의 DAC(10)에 제공한다. 상기 제3의 DAC(10)는 상기 수신된 디

지털 바이어스 제어 워드를 적합한 아날로그 제어 전압(Bias)으로 변환시키고 이러한 제어 전압(Bias)을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바이어스 제어 단자에 인가한다.

상기 출력 단자(RF_Out)에 걸리는 신호의 전력 레벨은 주로 상기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를 예비 증폭하기 위해 상기 VGA

에 의해 적용되는 이득 및 상기 인가된 공급 전압(Vdd)에 종속한다. 상기 Vdd 제어 유닛(4)에서 그리고 상기 VGA 제어 유

닛(5)에서 각각 채용되는 제1의 소정의 연관성 및 제2의 소정의 연관성은 높은 전력 레벨들에서, 주로 상기 제어 전압

(Vdd_Cntrl)이 전력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클래스-E 증폭기의 양호한 효율을 유지하도록 선택된다. 낮은 전력 레벨들에

서는, 상기 트랜지스터(T)의 기생 커패시턴스들에 기인하는 상기 트랜지스터(T)를 통한 누설 신호가 이러한 해결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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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방지된다. 그러한 누설은 상기 공급 전압(Vdd)에 종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공급 전압(Vdd)의 낮은 레벨들

에서는, 만약 상기 VGA가 미세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누설된 신호가 상기 증폭된 신호보다 크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 Vdd

제어 유닛(4)에서 그리고 상기 VGA 제어 유닛(5)에서 각각 채용되는 제1의 소정의 연관성 및 제2의 소정의 연관성은 상

기 제어 전압(VGA_Cntrl)이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동안, 낮은 전력 레벨들에서, 상기 누설이 아날로그 제어 신호(Vdd_

Cntrl)의 일정한 값, 결과적으로는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는 공급 전압(Vdd)의 일정한 값을 사용하게끔

채용되도록 부가적으로 선택된다.

상기 전력 제어 유닛(3)에 의해 출력되는 디지털 워드의 함수로서 미세조정되는 제3 전압은 상기 바이어스 전압(Bias)이

다. 가장 높은 전력 레벨에서는, 상기 제3 전압이 최대 효율로 미세조정되어야 하며, 낮은 전력 레벨들에서는, 상기 제3 전

압이 상기 트랜지스터(T)를 양호하게 폐쇄시켜 상기 트랜지스터(T)를 통한 누설 전류(Id)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약간 미

세조정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개선한다.

상기 Vdd 제어 유닛(4), 상기 VGA 제어 유닛(5) 및 상기 바이어스 제어 유닛(6)에 의해 각각 채용되는 소정의 연관성들이

여러 종류의 가능한 연관성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상기 소정의 연관성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단지 일반

목적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기 출력 전력의 생성은 가능한 한 선형적으로 상기 전력 제어 유닛(3)에 의해

제공되는 디지털 워드로 표현되는 전압을 추종하며, 그와 동시에 넓은 범위의 출력 전력 레벨들에 걸쳐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높은 효율을 유지한다. 총체적인 제어 메커니즘의 세부들은 또한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용으로 선택

되는 특정의 트랜지스터(T)에 종속한다.

상기 소정의 연관성들에 대한 간단한 예가 도 2에 그래프로 도시되어 있다. 도 2는 상기 전력 제어 유닛(3)에 의해 제공되

는 디지털 워드로 표현되는 전력 제어 전압(VPower)과 상기 제어 전압들(Vdd_Cntrl,VGA_Cntrl)의 볼트(V) 단위의 값들

이 연관되는 선도이다. 상기 제어 전압(Bias)의 값들은 음(-)의 값들이다. 상기 전력 제어 전압(VPower)에 대해, 로그 눈

금(logarithmic scale)이 사용되었다.

도 2에서 보다시피, 0.5보다 큰 전력 제어 전압(VPower)으로 표현되는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어 전압(VGA_Cntrl)이 일정하며 전력 제어는 제어 전압(Vdd_Cntrl)에 의해 완전하게 수행된다. 마찬가지로, 0.05보다

작은 전력 제어 전압(VPower)으로 표현되는 낮은 전력 레벨들에서는, 상기 제어 전압(Vdd_Cntrl)이 일정하며 상기 출력

전력은 오직 상기 제어 전압(VGA_Cntrl)에 의해서만 제어된다. 값들(0.05,0.5) 사이에서는, 양자 모두의 제어 전압들이 2

가지 모드 간의 천이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동시에 변화한다. 더욱이, 상기 제어 전압(Bias)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

기의 효율을 유지시키기 위해 낮은 전력 레벨들에서 보다 음의 값들로 변화하게 된다.

도 3에는 상기 Vdd 제어 유닛(4), 상기 VGA 제어 유닛(5) 및 상기 바이어스 제어 유닛(6)에서 도 2에 따른 소정의 연관성

들을 사용할 경우 상기 전력 제어 효과들이 도시되어 있다. 도 3은 이러한 경우에 상기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PL),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효율(EFF) 및 상기 전력 제어 유닛(3)에 의해 제공되는 디지털 워드로 표현되는 전력 제어 전

압(VPower)의 함수로서의 DC-전력(PDC)을 나타내는 선도이다. 상기 DC-전력(PDC) 및 상기 출력 전력(PL)에 대한

dBm 단위의 눈금이 상기 선도의 y-축 좌측에 도시되어 있으며, 효율(EFF)의 백분율(%)은 상기 선도의 y-축 우측에 도시

되어 있다. 전력 제어 전압(VPower)에 대하여, 로그 눈금이 다시 사용되었다.

도 3에서 보다시피, 상기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PL)의 데시벨 값들은 직선으로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 출력 전력은 의

도된 바와 같이 전력 제어 전압(VPower)에 선형적으로 종속한다. 효율이 높은 고 전력 레벨들에서는, DC-전력(PDC)이

출력 전력(PL)보다 단지 약간 높을 뿐이다. 상기 제어 전압(Vdd_Cntrl)이 낮은 전력 레벨들에 대하여 일정한 값으로 설정

될 경우 효율(EFF)이 신속하게 떨어지지만, 이러한 것이 허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점에서의 DC-전력(PDC)이

자신의 최대값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본 예에서는, DC-전류가 자신의 최대값인 79 ㎃로부터 4 ㎃ 이

하로 강하한다(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음).

높은 전력 레벨 및 낮은 전력 레벨 간의 천이 범위가 제안된 전력 제어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도 4는 전력 제어 전압

(VPower)에 걸친 직선으로부터의 dB 단위의 출력 전력의 편차(Diff)를 나타내는 선도이다. 상기 직선은, 자신의 종점들에

서, 도 3의 시뮬레이션된 출력 전력 라인과 일치한다. 도 5는 전력 제어 전압(VPower)에 걸친 도(degree) 단위의 출력 위

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전력 제어 전압(VPower)에 대하여, 양 도면 모두에서 로그 눈금이 다시 사용되었다. 이

상적인 경우는 출력 전력 편차(Diff) 및 출력 신호 위상(Pha) 모두에 대해 수평적인 직선이다.

3가지 모든 제어 전압(Vdd_Cntrl,VGA_Cntrl,Bias)은 천이 범위에 있어서 도 4 및 도 5에 나타나 있는 곡선들의 형상에

영향을 준다. 편차는 증폭된 신호 및 누설된 신호가 오버랩(overlap)되는 범위에서 가장 크다. 따라서, 이같은 제어 전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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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함으로써 전력 레벨 곡선(Diff)이나 위상 곡선(Pha) 또는 전력 레벨 곡선(Diff) 및 위상 곡선(Pha) 모두를 직선화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존재한다. 더욱 정교한 방법은 출력 신호의 위상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예컨대 착신 무선

주파수 신호를 위한 추가 위상 보정 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제어 구조의 제2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블록 선도이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전력 제

어 구조는 디지털 제어 워드로 표현되는 전력 제어 전압(VPower)의 함수로서 데시벨 단위의 출력 전력을 선형적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구조는 디지털 제어 워드로 표현되는 추가

진폭 제어 전압(VAMP)의 함수로서 출력 신호의 진폭을 선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넓

은 범위에 걸친 전력 제어는 여전히 가능하다. 도 6에 나타나 있는 구조는 기존의 EER 송신기의 향상된 부분을 구성한다.

도 6의 구조는 도 1의 구조와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포함하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또한 전력 제어 유닛(3)을 제외

하고는 도 1에서와 동일한 방식 그대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도 1에서와 동일한 참조부호들이 또한 도 6의 대응하는 구

성요소들에 지정되었다.

도 1의 전력 제어 구조와는 대조적으로, 도 6의 전력 제어 구조의 전력 제어 유닛(3)은 선형-비선형(linear-to-

logarithmic) 변환기(11)를 통해 승산기(12)의 제1 입력에 접속된다. 도 6의 구조는 입력단(I_In) 및 입력단(Q_In)을 더 포

함하며, 이러한 입력단들 각각은 사각형-원형(rectangular-to-polar; RecToPolar) 변환기(13)의 대응 입력에 접속된다.

상기 사각형-원형 변환기(13)의 제1 출력은 상기 승산기(12)의 제2 입력에 접속된다. 상기 승산기(12)의 출력은 도 1의

구조에서의 전력 제어 유닛(3)과 똑같이 상기 Vdd 제어 유닛(4), 상기 VGA 제어 유닛(5) 및 상기 바이어스 제어 유닛(6)

에 접속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사각형-원형 변환기(13)의 제2 출력은 위상 변조기(14)를 통해 상기 입력 단자(RF_In)에

접속된다.

도 6의 전력 제어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작동된다.

진폭 및 위상 변조된 대역 통과 신호( )는 다음의 수학식 1과 같은 표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상기 식 중, 및 는 상기 신호의 동상 및 직교 성분들을 이룬다. 상기 동상 및 직교 성분들은 DSP 또는 전용 하

드웨어에 의해 결정 및 제공될 수 있다.

자신의 동상 및 직교 성분들로 표현되는 위상 및 진폭 변조 신호는 도 6의 구조에 의한 송신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필요

한 처리 단계는 필요한 평균 전력 레벨을 갖는 대응하는 위상 및 진폭 변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위상 및 진폭 변조 신호의 동상 성분은 입력 단자(I_In)에 인가되고 상기 신호의 직교 성분은 입력 단자(Q_In)에 인가된다.

이러한 사각형 표현은 사각형-원형 변환기(13)에 의해 대응하는 원형 표현으로 변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각형-원

형 변환기(13)가 필요한 엔벨로프를 나타내는 진폭 제어 전압(VAmp)에 대응하는 디지털 워드 및 필요한 위상 변조를 표

현하는 전압(VPhase)을 출력한다.

상기 사각형-원형 변환기(13)에 의해 제공되는 전압(VPhase)은 제어 전압으로서 상기 위상 변조기(14)에 입력된다. 상기

위상 변조기(14)는 수신된 전압(VPhase)에 따라 위상 변조되는 일정한 엔벨로프 무선 주파수 신호를 생성한다. 위상 변조

기 대신에, 주파수 변조기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각형-원형 변환기(13)가, 필요한 위상 변조를 직접

나타내는 전압 대신에, 필요한 위상 변조의 도함수로서 주파수 변조를 표현하는 전압을 출력하여야 한다. 사실상, 위상 변

조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한 임의의 변조기는 예를 들면 IQ-변조기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그와 같이 생성된 위상 변조된 일정한 엔벨로프 무선 주파수 신호는 상기 위상 변조기(14)에 의해 입력 단자(RF_In)에 전

송된다. 따라서, 상기 입력 단자(RF_In)에 인가되는 신호는 이하의 수학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상기 식 중, 는 상기 신호의 중심 각 주파수를 나타내고, 는 임의의 진폭을 나타내며 는 위상 변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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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호는 도 1을 참조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상기 버퍼(1), 상기 제3 커패시터(Ca), 상기 VGA(2) 및 제4 커패시터

(Cb)를 통해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입력에 전송된다.

상기 사각형-원형 변환기(13)에 의해 출력되는 진폭 제어 전압(VAmp)을 표현하는 디지털 워드는 상기 승산기(12)에 제

공된다.

그 외에도, 상기 전력 제어 유닛(3)은 도 1의 전력 제어 구조 내의 전력 제어 유닛(3)과 마찬가지로, 상기 송신기의 출력 신

호의 현재 필요한 평균 전력 레벨을 나타내는 전력 제어 전압(VPower)에 대응하는 디지털 워드를 출력한다. 상기 디지털

워드는 상기 출력 전력의 데시벨 값들이 상기 변환된 디지털 워드에 의해 표현되는 전압에 선형적으로 종속하도록 상기 선

형-비선형 변환기(11)에서 변환된다. 상기 표현된 전력 제어 전압(VPower)에 대하여, 상기 변환은 이하의 수학식 3을 사

용하여 수행된다.

상기 식 중, 은 전력 제어 전압(VPower)을 나타내고, 는 상기 변환기(11)의 출력을 나타내며 는 필요한 기울기

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를 사용할 때, 상기 전력 제어 전압(VPower)이 0에서 1로 변할 경우 출력 전력에 대한 동적

범위가 대략 80㏈이 된다.

또한, 상기 선형-비선형 변환기(11)의 출력은 상기 승산기(12)에 제공된다. 상기 승산기(12)는 상기 전압들(VAmp,VLOG)

을 표현하는 2개의 수신된 디지털 워드들을 승산하고, 승산된 전압(VAmp*VLOG)을 표현하는 디지털 워드를 출력한다.

이상적으로는, 상기 시스템이 상기 승산기(12)의 출력에 존재하는 디지털 워드로 표현되는 신호와 입력 단자(RF_In)에 인

가되는 신호를 승산한다. 따라서, 시간( )의 함수로서 출력 단자(RF_Out)에 걸리는 이상적인 출력 무선 주파수 신호는

이하의 수학식 4와 같이 표현된다.

실제로 상기 출력 신호가 얼마나 잘 이러한 이상적인 경우를 추종하는지는 상기 제어 유닛들(4-6)의 구현에 의존한다.

상기 승산기(12)에 의해 출력되는 디지털 워드는 상기 Vdd 제어 유닛(4), 상기 VGA 제어 유닛(5) 및 상기 바이어스 제어

유닛(6)에 전송되며 도 1의 시스템에서 상기 전력 제어 전압(VPower)을 표현하는 디지털 워드와 똑같이 처리된다. 따라

서, 간단한 예로는, 한편으로 상기 전력 제어 전압(VPower) 및 다른 한편으로 상기 전압들(Vdd_Cntrl,VGA_Cntrl,Bias)

간의 도 2에 나타나 있는 연관성은 한편으로 상기 곱(VAmp*VLOG) 및 다른 한편으로 상기 제어 전압들(Vdd_Cntrl,VGA_

Cntrl,Bias) 간의 연관성으로 제2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다.

도 1의 구조에서 전력 제어 전압(VPower)을 변경시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진폭 제어 전압(VAmp)을 변경시키는 효과의

차이점이 도 7 및 도 8에 나타나 있다.

도 7은 상기 진폭 제어 전압(VAmp)에 걸친 출력 신호의 전압(Out) 및 제어 전압들(Vdd_Cntrl,VGA_Cntrl,Bias)을 보여

주는 도면이다. 상기 전력 제어 전압(VPower)을 표현하는 디지털 워드는 3V 출력 신호의 필요한 최대 전력 레벨에 대응

하도록 설정되었다. 상기 제어 전압(Bias)의 값들은 다시 음의 값들이다. 진폭 제어 전압(VAmp)에 대하여, 선형 눈금이 사

용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상기 출력 전압(Out)이 상기 진폭 제어 전압(VAmp)에 선형적으로 종속한다는 점이다.

낮은 전력 레벨들에서는, 진폭 변조가 상기 전력 증폭기의 입력에 인가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

유는 상기 제어 신호(VGA_Cntrl)가 진폭 제어 전압(VAmp)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변하지만 상기 제어 신호(Vdd_Cntrl)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중간 전력 레벨들에서는, 진폭 변조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입력에 인가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 및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전압 공급 단자에 공급되는 전압(Vdd) 양자 모두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

는 제어 신호들(VGA_Cntrl,Vdd_Cntrl)이 진폭 제어 전압(VAmp)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높은 전력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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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는, 진폭 변조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전압 공급 단자에 공급되는 전압(Vdd)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제어 신호(Vdd_Cntrl)가 진폭 제어 전압(VAmp)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변하지만, 제어 신호(VGA_Cntrl)가 일정하

기 때문이다.

도 8은 진폭 제어 전압(VAmp)에 걸친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효율(Eff), DC-전력(PDC) 및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

(PL)을 나타내는 선도이다. 상기 DC-전력(PDC) 및 상기 출력 전력(PL)에 대한 dBm 단위의 눈금이 상기 선도의 y-축 좌

측 상에 도시되어 있으며, 효율(EFF)의 백분율 값들(%)은 상기 선도의 y-축 우측 상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데시벨 단위의 전력 레벨(PL)이 상기 진폭 제어 전압(VAmp)을 더 이상 선형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

나, 도 7에서 보여주고 있는 효과는 원하는 진폭 변조에 필요한 것이다.

도 9는 상기 진폭 제어 전압(VAmp)이 전력 제어 전압(VPower)의 3개의 서로 다른 고정 값들에서 선형적으로 변화될 때

초래되는 출력 전압(Out)을 보여주는 선도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력 제어 전압(VPower)의 각각의 고정된

값에 대하여 진폭 제어 전압(VAmp) 및 출력 신호 전압(Out) 사이에는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증명을 위해, 전력 제어 전압

(VPower)의 3개의 모든 고정된 값들은 출력 전압(Out)을 표현하는 선들이 상기 선도의 x-축과 일치하지 않도록 상당히

높게 선택되었다.

VLOG(t)가 VAmp(t)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느리게 변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VLOG(t)는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VLOG(t)=VLOG 이다. 그 결과로, 진폭 제어 전압(VAmp(t))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3개의 제어 구조에서

DAC들(7,9,10), DC/DC-변환기(8) 및 기타 작동 블록 상의 대역폭 요건들이 증가한다. 한가지 예외가 바이어스 제어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력 제어 전압(VPower)만의 함수로서 바이어스 전압을 미세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

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진폭 제어에 관한 선형 요건이 단지 전력 제어에 관한 선형 요건보다 엄격하다는 점이다.

양자 모두 제공된 실시예들에서, 상기 DAC들(7,9)에 의해 출력되는 제어 신호들은 또한 적합한 아날로그 전류들일 수 있

다. 더욱이, DC/DC 변환기(8) 및/또는 VGA(2)가 또한 몇몇 경우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연관

된 DAC들(7,9)을 쓸모없게 한다. 더욱이, 상기 전력 제어 전압(VPower) 및 제2 실시예에서는 진폭 제어 전압(VAmp)을

표현하는 디지털 워드들 대신에, 또한 아날로그 전압들도 전력 제어 전압(VPower) 및 진폭 제어 전압(VAmp)을 표현하기

위해 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기본적인 신규 특징들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적용된 것으로서 도시 및 언급되었고 지적되었

지만, 여기서 이해할 점은 위에서 언급된 장치들 및 방법들의 형태 및 세부에 있어서의 생략들, 치환들 및 변경들이 본 발

명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도 당업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결과들

을 획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요소들 및/또는 순차적인 단계

들의 모든 조합들이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명히 의도된 것이다. 더욱이,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본 발명의 임

의로 개시된 형태 또는 실시예와 관련하여 도시 및/또는 언급된 구조들 및/또는 요소들 및/또는 순차적인 단계들이 설계 선

택의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기타 개시 또는 언급되거나 제시된 형태 또는 실시예에서 병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명세서에 첨부된 청구항들의 범위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이 본 의도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력 제어 구조에 있어서,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입력 신호를 증폭하며 그리고 상기 증폭된 신호를 출력 신호로서 제공하기 위한 스위

칭 모드 전력 증폭기;

적어도 높은 전력 레벨들이 상기 출력 신호에 필요한 경우에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는 전력 공급을 조절

함으로써 상기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제1 제어 구조; 및

적어도 낮은 전력 레벨들이 상기 출력 신호에 필요한 경우에 상기 입력 신호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기

전에 상기 입력 신호의 전력을 조절함으로써 상기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제2 제어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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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어 구조는 적어도 상기 출력 신호에 필요한 전력 레벨을 대표하는 값을 갖는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제1 제어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제어 유닛은,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의 값을, 상기 전력 증

폭기 제어 신호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보다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높은 전력 공급 제어 신호의 값에 매핑시키고, 상기 제1 제어 구조는 상기 제1 제어 유닛으로부터 상기 전력 공급 제어 신

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력 조절 유닛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전력 조절 유닛은 상기 전력 공급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는 전력 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어 구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어 유닛은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의 값들을 상기

전력 공급 제어 신호의 기본적으로 일정한 값에 매핑시키고,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전력 증폭기 제

어 신호의 값들을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의 증가 값들에 대한 상기 전력 공급 제어 신호의 증가 값들에 매핑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어 구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제어 구조는 적어도 상기 출력 신호에 필요한 전력 레벨을 대표하는 값을 갖는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제2 제어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제어 유닛은,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의 값을, 상기 전력 증

폭기 제어 신호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보다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높은 입력 제어 신호의 값에 매핑시키고, 상기 제1 제어 구조는 상기 입력 신호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

게 하는 가변 이득 증폭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2 제어 유닛은 상기 입력 제어 신호를 상기 가변 이득 증폭기에 제공하고

상기 가변 이득 증폭기는 상기 입력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입력 신호를 예비 증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어 구

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제어 유닛은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증폭기 제어 신호의 값들을 상기 증폭

기 제어 신호의 증가 값들에 대한 상기 입력 제어 신호의 증가 값들에 매핑시키고,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증폭기 제어 신호의 값들을 상기 입력 제어 신호의 기본적으로 일정한 값에 매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

어 구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제어 구조는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출력 전력 레

벨에 따라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바이어스 전압을 조절하기 위한 제3 제어 구조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어 구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제어 구조는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바이어스 전압을 높은 값으로 설정하

며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바이어스 전압을 낮은 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어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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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제어 구조는 상기 입력 신호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기 전에 필요한 전력 레

벨에 따라 상기 입력 신호의 위상을 조절하기 위한 위상 보정 구성요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어 구조.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제어 구조는 적어도 상기 출력 신호에 필요한 전력 레벨을 대표하는 값을 갖는 전력 증폭기 제

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어 신호 생성 구조로서 적어도 상기 제1 제어 구조 및 상기 제2 제어 구조에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어 신호 생성 구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어 구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 생성 구조는 상기 출력 신호의 필요한 전력 레벨을 대표하는 값들을 갖는 제어 신호들을

생성하기 위한 제1 신호 생성부, 상기 출력 신호의 필요한 진폭 변조를 대표하는 값들을 갖는 제어 신호들을 생성하기 위

한 제2 신호 생성부, 및 상기 제1 신호 생성부 및 상기 제2 신호 생성부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들을 조합하기 위한 조합부를

포함하며, 각각의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조합 신호는 상기 제어 신호 생성 구조에 의해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로서 적어도

상기 제1 제어 구조 및 상기 제2 제어 구조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어 구조.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제어 구조는 송신기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제어 구조.

청구항 12.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출력 신호의 적어도 한 전력 레벨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가 입

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입력 신호를 증폭하며 그리고 상기 증폭된 신호를 출력 신호로서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

서,

적어도 높은 전력 레벨들이 상기 출력 신호에 필요한 경우에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는 전력 공급을 조절

함으로써 상기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는 단계; 및

적어도 낮은 전력 레벨들이 상기 출력 신호에 필요한 경우에 상기 입력 신호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는

전에 상기 입력 신호의 전력을 조절함으로써 상기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는 전력 공급을 조절하는 단계는,

적어도 상기 출력 신호에 필요한 전력 레벨을 대표하는 이용가능한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의 값을,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보다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높은 전력

공급 제어 신호의 값에 매핑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전력 공급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는 전력 공급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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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의 값들은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전력 공급 제어 신호

의 기본적으로 일정한 값에 매핑되고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의 증가 값들에

대한 상기 전력 공급 제어 신호의 증가 값들에 매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의 전력을 조절하는 단계는,

적어도 상기 출력 신호에 필요한 전력 레벨을 대표하는 값을 갖는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의 값을,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보다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높은 입력

제어 신호의 값에 매핑시키는 단계; 및

상기 입력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입력 신호를 예비 증폭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기 제어 신호의 값들은 낮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증폭기 제어 신호의 증가

값들에 대한 상기 입력 제어 신호의 증가 값들에 매핑되고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입력 제어 신호의

기본적으로 일정한 값에 매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출력 전력 레벨에 따라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의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바이어스 전압을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어스 전압은 높은 출력 전력 레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높은 값으로 설정되고 낮은 출력 전력 레

벨들이 필요한 경우에 낮은 값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입력 신호가 상기 스위칭 모드 전력 증폭기에 제공되기 전에 필요한 전력 레벨에 따라

상기 입력 신호의 위상을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출력 신호의 전력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기초로서 적어도 상기 출력 신호에 필요한 전

력 레벨을 대표하는 값을 갖는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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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출력 신호의 필요한 전력 레벨을 대표하는 값들을

갖는 제어 신호들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출력 신호의 필요한 진폭 변조를 대표하는 값들을 갖는 제어 신호들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신호들을 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각각의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조합 신호는 상기 전력 증폭기 제어 신호

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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