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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장치 및 그 방법

(57)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임.

등록특허 10-0646855

- 1 -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에서 예측한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다시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에 적용하여 전치

왜곡 특성을 예측하여 고전력 증폭기의 비선형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에 있어서, 송신신호를 변조하기 위한 변조 수단; 상기 변조 수단의 출력신호를 주파수

상향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상향 변환 수단; 상기 주파수 상향 변환 수단의 출력신호를 고전력으로 증폭하기 위한 고전력

증폭 수단;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출력신호를 주파수 하향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하향 변환 수단; 상기 주파수 하향 변

환 수단의 출력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 수단; 상기 변조 수단으로의 입력신호와 상기 복조 수단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 수단; 상기 변조 수단으로의 입력신호와 상기 고

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 수단에서 예측한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치 왜곡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 수단; 및 상기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 수단으로부터의 전치 왜곡 특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송신신호를 전치 왜곡시켜 상기 변조 수단으로 출력하기 위한 전치 왜곡 수단을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통신신호 또는 방송신호의 전송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에 있어서,

송신신호를 변조하기 위한 변조 수단;

상기 변조 수단의 출력신호를 주파수 상향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상향 변환 수단;

상기 주파수 상향 변환 수단의 출력신호를 고전력으로 증폭하기 위한 고전력 증폭 수단;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출력신호를 주파수 하향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하향 변환 수단;

상기 주파수 하향 변환 수단의 출력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 수단;

상기 변조 수단으로의 입력신호와 상기 복조 수단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 수단;

상기 변조 수단으로의 입력신호와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 수단에서 예측한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특성을 이용하

여 전치 왜곡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 수단; 및

상기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 수단으로부터의 전치 왜곡 특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송신신호를 전치 왜곡시켜

상기 변조 수단으로 출력하기 위한 전치 왜곡 수단

을 포함하는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

등록특허 10-0646855

- 2 -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 수단은,

상기 변조 수단으로의 입력신호(즉, 상기 전치 왜곡 수단의 출력신호)와 상기 복조 수단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고전

력 증폭 수단의 특성 모델을 구하여 상기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 수단으로 출력하고,

상기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 수단은,

상기 변조 수단으로의 입력신호(즉, 상기 전치 왜곡 수단의 출력신호)와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 수단에서 구한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특성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역방향 특성함수를 구하여 상기 전치 왜곡 수단으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

청구항 3.

비선형 왜곡 보상 방법에 있어서,

변조기로의 입력신호와 복조기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예측하여 고전력 증폭기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변조기로의 입력신호와 상기 예측한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치 왜곡 특성을 예측하는 단계; 및

상기 예측한 전치 왜곡 특성을 전치 왜곡기에 적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스템 특성을 추적하기 위하여 상기 각 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변조

기 입력신호(전치 왜곡기 출력신호)와 고전력 증폭기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에서 고전력 증폭

기의 특성을 예측한 후,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의 출력신호를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에 적용하여 전치 왜곡기

의 특성을 예측하여 전치 왜곡기에 적용함으로써, 고전력 증폭기의 비선형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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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신 및 방송 시스템에 있어서, 넓은 지역에 대하여 송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고전력 증폭기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고전력 증폭기는 입력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출력신호의 크기와 위상이 비선형(non-linear)적인 특

성을 가지게 된다. 본 발명은 이러한 고전력 증폭기(HPA : High Power Amplifier)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선형 특성

을 보상하기 위한 전치 왜곡 보상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성, 이동 통신, 라디오 릴레이 링크, 및 레이더 등의 통

신신호를 송신할 때 고전력 증폭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증폭시킨다.

이처럼, 고전력 증폭기는 통신신호를 송신하기 전에 출력을 증폭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말하는데, 고전력 증폭기

(HPA)는 진폭변조/진폭변조(AM/AM : Amplitude Modulation/Amplitude Modulation) 또는 진폭변조/위상변조(AM/

PM : Amplitude Modulation/Phase Modulation)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송신신호를 비선형적으로 왜곡시키는 단점이 있

다.

이때, 고전력 증폭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비선형 효과는 전송신호를 왜곡시키고 대역폭(bandwidth)을 넓혀 인접 채널

간의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고전력 증폭기 특성을 선형화시키는 전치 왜곡 기술이

다.

상기와 같은 고전력 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을 보상하는 종래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고전력 증폭기의

선형영역만 사용하는 입력신호 백-오프(back-off) 방법이 있고, 둘째는 고전력 증폭기의 입력신호를 전치 왜곡시키는 방

법이 있다.

즉, 고전력 증폭기(HPA)의 비선형 특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전력 증폭기가 고입력 신호에서 비선형 왜

곡 특성이 가장 심하므로, 입력신호의 크기를 감소시켜 고전력 증폭기의 모든 입력 가능한 신호 전력을 이용하지 않고 선

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영역만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방식은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고전력 증폭기 특성이

나 AM/PM 변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첫 번째 방법을 보완하는 방식이 고전력 증폭기(HPA)의 비선형 증폭 특성을 가진 고전력 입력 부분의 특성을 선형화시

키는 전치 왜곡 기술이다. 전치 왜곡기는 고전력 증폭기의 왜곡을 보상하기 위하여 고전력 증폭기와 특성이 역(반대)인 왜

곡을 미리 줌으로써, 고전력 증폭기(HPA)의 비선형 특성을 선형화시키는 장치이다.

도 1은 종래의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를 이용한 전치 왜곡 보상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먼저, 송신하기 위한 송신신호가 전치 왜곡기(101)를 통과하게 되고, 전치 왜곡기(101)를 통과한 신호는 변조기(102)를

통과하면서 전송 시스템에 맞게 변조된다. 상기 변조된 신호는 주파수 상향 변환기(103)를 통과하면서 RF(Radio

Frequency) 신호로 변환된다. 상기 변환된 RF 신호는 고전력 증폭기(104)를 통과하면서 증폭되어 송신 안테나를 통하여

출력된다.

이때, 고전력 증폭기(104)의 출력신호는 일부 신호가 분기되어 다시 주파수 하향 변환기(105)를 통과하면서 하향 변환되

고, 복조기(106)를 통과하면서 전송 시스템에 맞게 복조된다.

이후, 상기 변조기(102)로의 입력신호(즉, 전치 왜곡기의 출력신호)와 복조기(106)의 출력신호가 각각 고전력 증폭기 특

성 예측기(107)로 입력되면,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107)가 상기 각 신호를 이용하여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예

측하게 된다.

이때, 예측된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 역방향 특성함수를 역함수 변환기(108)에서 구한다. 상기 역함수 변환

기(108)에서 구한 역방향 특성함수가 곧 전치 왜곡기가 된다.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방식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기술로는, 미국특허 제5,049,832호(Amplifier Linearization by

Adaptive Predistortion), 미국특허 제6,072,364호(Adaptive Digital Predistortion for Power Amplifiers with Real

Time Modeling of Memoryless Complex Gains), 미국특허 제5,929,703호(Method and Device for Modeling AM-AM

and AM-FM Characteristics of an Amplifier, and Corresponding Predistortion), 대한민국 특허 제10-0315425호

(Apparatus and Method for High Speed Adaptive predistortion using Lookup Table)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고전력 증폭기의 순방향 특성함수를 구한 후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의 복잡

성이 증대되거나, 측정에러 또는 시스템 결함에 민감한 문제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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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의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를 이용한 전치 왜곡 보상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먼저, 송신하기 위한 송신신호가 전치 왜곡기(201)를 통과하게 되고, 상기 전치 왜곡기(201)를 통과한 신호는 변조기

(202)를 통과하면서 전송 시스템에 맞게 변조된다. 상기 변조된 신호는 주파수 상향 변환기(203)를 통과하면서 RF(Radio

Frequency) 신호로 변환된다. 상기 변환된 RF 신호는 고전력 증폭기(204)를 통과하면서 증폭되어 송신 안테나를 통하여

출력된다.

이때, 고전력 증폭기(204)의 출력신호는 일부 신호가 분기되어 다시 주파수 하향 변환기(205)를 통과하면서 하향 변환되

고, 복조기(206)를 통과하면서 전송 시스템에 맞게 복조된다.

이후, 상기 변조기(202)로의 입력신호(즉, 전치 왜곡기의 출력신호)와 복조기(206)의 출력신호가 각각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207)로 입력되면, 상기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207)가 상기 각 신호를 이용하여 고전력 증폭기의 역방향 특성함

수를 구하게 되어 바로 전치 왜곡기가 된다.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방법은 2004년 9월, "IEEE Transaction on Vehicular Technology, Vol. 53, No. 5,

pp1468~1479"에 "Raviv Raich", "Hua Qian", 및 "G. Tong Zhou"에 의해 제시된 "Orthogonal Polynomials for Power

Amplifier Modeling and Predistorter Design"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전치 왜곡기 특성함수를 구하게 되므로 도 1에서

설명한 방법에 비해 계산량이 줄고, 보다 적은 고전력 증폭기 입력/출력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고전력 증폭기 출력신호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추출에러 등에 의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구하는 경우 계산을 위한 많은 신호 샘플을 필요로 하고, 측정에러에 민

감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 전치 왜곡기의 모델을 구하는 경우에는 고전력 증폭기의 시변 효과 및 잡음 등에 민감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에서 예측한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다시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에 적용하여 전치 왜곡 특성을 예측하여 고전력 증폭기의 비선형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고

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발명은 변조기 입력신호(전치 왜곡기 출력신호)와 고전력 증폭기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

기에서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예측한 후,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의 출력신호를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에 적

용하여 전치 왜곡기의 특성을 예측하여 전치 왜곡기에 적용함으로써, 고전력 증폭기의 비선형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고전

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에 있어서, 송신신호를 변조하기 위한 변조 수단; 상

기 변조 수단의 출력신호를 주파수 상향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상향 변환 수단; 상기 주파수 상향 변환 수단의 출력신호를

고전력으로 증폭하기 위한 고전력 증폭 수단;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출력신호를 주파수 하향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하

향 변환 수단; 상기 주파수 하향 변환 수단의 출력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 수단; 상기 변조 수단으로의 입력신호와 상기

복조 수단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 수단; 상기 변

조 수단으로의 입력신호와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 수단에서 예측한 상기 고전력 증폭 수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치

왜곡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 수단; 및 상기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 수단으로부터의 전치 왜곡 특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송신신호를 전치 왜곡시켜 상기 변조 수단으로 출력하기 위한 전치 왜곡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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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방법은, 비선형 왜곡 보상 방법에 있어서, 변조기로의 입력신호와 복조기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예측하여 고전력 증폭기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변조기로의 입력신호와 상기 예측한 고전력 증폭기

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치 왜곡 특성을 예측하는 단계; 및 상기 예측한 전치 왜곡 특성을 전치 왜곡기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

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는, 송신신호를 변

조하기 위한 변조기(302), 상기 변조기(302)의 출력신호를 주파수 상향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상향 변환기(303), 상기 주

파수 상향 변환기(303)의 출력신호를 고전력으로 증폭하기 위한 고전력 증폭기(304), 상기 고전력 증폭기(304)의 출력신

호를 주파수 하향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하향 변환기(305), 상기 주파수 하향 변환기(305)의 출력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복

조기(306), 상기 변조기(302)로의 입력신호(즉, 전치 왜곡기의 출력신호)와 상기 복조기(306)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상

기 고전력 증폭기(304)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307), 상기 변조기(302)로의 입력신호(즉, 전

치 왜곡기의 출력신호)와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307)에서 예측한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치 왜곡

기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308), 및 상기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308)로부터의 전치 왜곡기 특

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송신신호를 전치 왜곡시켜 상기 변조기(302)로 출력하기 위한 전치 왜곡기(301)를 포

함한다.

상기 각 구성 요소의 구체적인 구성 및 동작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송신하기 위한 송신신호가 전치 왜곡기(301)를 통과하게 되고, 전치 왜곡기(301)를 통과한 신호는 변조기(302)를

통과하면서 전송 시스템에 맞게 변조된다. 상기 변조된 신호는 주파수 상향 변환기(303)를 통과하면서 RF(Radio

Frequency) 신호로 변환된다. 상기 변환된 RF 신호는 고전력 증폭기(304)를 통과하면서 증폭되어 송신 안테나를 통하여

출력된다.

이때, 고전력 증폭기(304)의 출력신호는 일부 신호가 분기되어 다시 주파수 하향 변환기(305)를 통과하면서 하향 변환되

고, 복조기(306)를 통과하면서 전송 시스템에 맞게 복조된다.

이후, 상기 변조기(302)로의 입력신호(즉, 전치 왜곡기의 출력신호)와 복조기(306)의 출력신호가 각각 고전력 증폭기 특

성 예측기(307)로 입력된다. 그러면,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307)는 상기 각 신호를 이용하여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예측하게 된다. 즉,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307)는 고전력 증폭기 모델을 구하게 된다.

이때, 상기 변조기(302)로의 입력신호(즉, 전치 왜곡기의 출력신호)는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307)에 사용됨과 동시

에, 바로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307)를 통과하여(bypass) 다시 고전력 증폭기 모델 출력신호와 함께 전치 왜곡기 특

성 예측기(308)로 입력된다.

그에 따라, 상기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308)가 상기 변조기(302)로의 입력신호(즉, 전치 왜곡기의 출력신호)와 상기 고

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307)에서 예측한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치 왜곡기 특성을 예측하여 전치 왜곡기

(301)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전치 왜곡기(301)가 상기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308)로부터의 전치 왜곡기 특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송신신호를 전치 왜곡시켜 상기 변조기(302)로 출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308)가 고전력 증폭기 모델 출력신호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고

전력 증폭기의 역방향 특성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구한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308)의 전치 왜곡기 특성(즉,

고전력 증폭기의 역방향 특성함수)를 외부로부터 송신신호가 입력되는 전치 왜곡기(301)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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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2의 설명에서 제시한 종래의 방법과 달리, 고전력 증폭기의 출력신호를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에 직접적으로 적

용하지 아니하고,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를 통해 고전력 증폭기 모델을 구한 후 고전력 증폭기 모델 출력신호를 다시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에 사용함으로써, 측정에러를 줄일 수 있고, 시스템 결함 등에 의한 성능저하를 줄일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먼저, 변조기로의 입력신호(즉, 전치 왜곡기의 출력신호)와 복조기의 출력신호를 저장한다(401).

이후, 상기 저장한 변조기로의 입력신호와 복조기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예측하여 고전력 증폭

기 모델을 생성한다(402).

그리고 상기 변조기로의 입력신호와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의 고전력 증폭기 모델 출력신호를 다시 저장한다(403).

이후, 상기 저장한 변조기로의 입력신호와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의 고전력 증폭기 모델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전치 왜

곡 특성 예측기에서 전치 왜곡기 특성을 예측한다(403). 즉, 전치 왜곡 특성 예측기가 전치 왜곡기를 위한 계수들을 구한

다.

이후, 상기 예측한 전치 왜곡기 특성을 전치 왜곡기에 적용하여 동작시킴으로써 고전력 증폭기의 출력신호가 선형적인 특

성을 나타내도록 한다(405).

상기와 같은 각 과정(401 내지 405)을 반복 적용하여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추적 가능하도록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롬, 램,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변조기 입력신호(전치 왜곡기 출력신호)와 고전력 증폭기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에서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을 예측한 후, 상기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의 출력신호를 전치 왜곡기 특성 예

측기에 적용하여 전치 왜곡기의 특성을 예측하여 전치 왜곡기에 적용함으로써, 고전력 증폭기의 비선형 왜곡을 보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본 발명은 기존의 전치 왜곡 보상 장치와 달리, 먼저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를 적용하여 변조기 입력신호(전치 왜

곡기 출력신호)와 고전력 증폭기 모델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측정에러를 감소시키고, 이를 다시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에

적용하여 전치 왜곡기를 구현함으로써 고전력 증폭기 출력신호가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감소시켜 전체적인

전치 왜곡 보상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를 이용한 전치 왜곡 보상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는 종래의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를 이용한 전치 왜곡 보상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고전력 증폭기의 특성 모델링을 이용한 비선형 왜곡 보상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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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1 : 전치 왜곡기 302 : 변조기

303 : 주파수 상향 변환기 304 : 고전력 증폭기

305 : 주파수 하향 변환기 306 : 복조기

307 : 고전력 증폭기 특성 예측기 308 : 전치 왜곡기 특성 예측기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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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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