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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상된 신호원(210, 220)은 특정 회로(230, 240, 250)에 결합된 한 세트의 소스 출력 신호(226, 227)를 발생시키기 위해,

기저대역 신호와 무선 주파수 반송파 신호를 이용한다. 신호원(210, 220)은, 테스트 구성이 적용되며 신호원 내의 결함 및

특정 회로 내의 결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을 알아내기 위해 신호원과 특정 회로로부터의 출력이 측정되는 특성 규명 모

드에서 동작 가능하다. 또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상기 측정된 파라미터들에 기초한 보상이 적용되는 정규 모드에서도

신호원(210, 220)은 동작 가능하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특정 회로(230, 240, 250)와 보상된 신호원(210, 220)은 비선형

소자를 사용한 선형 증폭(LINC) 기술을 구현한 증폭기(200)의 일부를 형성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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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보상된 신호원을 이용하는 회로 장치의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회로 보상을 이용하는 LINC 증폭기의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카테시안(Cartesian) LINC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불균형 인자가 강조된 도 2의 LINC 증폭기부

의 회로도.

도 4는 LINC 증폭기에서 채널 직교 위상 불균형과 채널 직교 신호들의 결합된 전압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본 발명의 채널 위상 불균형과 LINC 증폭기로부터의 전압 출력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회로 내의 결함을 보상하는 절차.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보상된 신호원을 갖는 LINC 증폭기 회로를 사용한 무선 통신 장치의 블럭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입력 신호

110 : 보상 모듈

120 : 신호 변조기

130 : 신호 검출기

140 :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증폭 경로들간의 위상 및 진폭 균형을 요구하는 증폭 회로와 같이, 다중 신호 경로들간의 알려진 관

계를 필요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에 관한 것이다.

많은 신호 처리 회로는 여러개의 신호 경로를 통해 오는 신호들간의 알려진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회로 내의 결함은 이와 같은 관계에 영향을 미쳐 회로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의 중요한 예는 비선형 소자를

사용한 선형 증폭(LINC) 기술을 이용하는 증폭기의 경우이다. 전형적인 LINC 증폭기에서, 증폭될 신호는 2개의 채널 신

호로 분해되고, 양쪽 모두는 동일하고 일정한 엔빌로프(envelope)를 가진다. 2개의 채널 신호를 얻기 위해 무선 주파수

(RF) 반송파 신호의 기저대역 동상(I) 및 직교(Q) 신호 변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분해된 신호는 따로따로 증폭된

후 결합되어, 선형적으로 증폭된 신호를 형성한다. LINC 증폭기는, 증폭될 신호가 일정한 엔빌로프를 가짐으로써 증폭에

있어서 효율적인 비선형 무선 주파수 증폭기(RF)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양쪽 신

호 모두다, 동일한 진폭과 적절한 위상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각의 증폭 경로 내에서 신호 처리를 위

한 위상 및 이득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전도 유망한 LINC 증폭기는, 독립된 증폭 경로를 사용하여 증폭된 신호들에 대해 위상 및 이득 균형을 유지하는 회

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접한 채널 결합된 전력

에 대해 -65dBc의 진폭 신호 정확도 및 서로 다른 증폭 경로를 통해 오는 신호들에 대해 0.5% 이내의 위상 및 이득 능력

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폭 회로 내의 제조 결함은 이와 같은 균형 요건이 달성되기 어렵게 만든다.

종래의 기술에서, 이와 같은 회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한 접근법에서, 위상 및 전력 측정은 RF 신

호로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측정은 신호 경로 불균형에 대한 조절을 위해 사용된다. 조절에는 RF 신호 경로를 따른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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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폭 교정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위상 측정과 조절은 지극히 정확히 구현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종래 기술의 한 접근법에서, 원래의 기저대역 I 및 Q 신호와의 비교를 위한 RF 신호의 샘플링 및 처리를 요하는 피드

백 루프가 사용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형적으로, 임피던스 부하 변동 및 다른 인자들을 다루기 위해 복잡한 안정도 분석

을 필요로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신호 처리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편차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자 결함 및 동작 환경으로 인한 회로 내의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회로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처리되는 신호들간의 정확한 관계 유지를 요구하는 LINC 증폭기 및 다

른 회로들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회로 결함을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특정 회로 내의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 보상된 신호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중 신호 경로를 통해 오는

신호들간의 알려진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회로에서 특히 유용하다. 비선형 소자를 사용한 선형 증폭(LINC) 증폭기가 이

와 같은 한 예이다. 양호하게, 보상된 신호원은, 개방형 루프 구성의 특정 회로에 결합된 소스 출력 신호 세트를 발생시키

기 위해, 기저대역 신호와 무선 주파수(RF) 반송파 신호를 사용한다. 신호원은 특성 규명 모드에서 동작가능하며, 특성 규

명 모드는 신호원 및 특정 회로 내의 결함을 강조하도록 만들어진 트레이닝 또는 테스트 구성의 적용을 허용한다. 트레이

닝 구성을 적용하는 동안에, 결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을 알아내기 위해 소스 출력 신호 및 특정 회로로부터의 하나 이

상의 출력이 측정된다. 신호원은 정규 모드에서 동작가능하며, 이 정규 모드에서는, 측정된 파라미터들에 기초한 보상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가된다. 양호하게, 보상은 기저 대역 신호를 조정하여 최소한 부분적으로 인가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일반 보상된 회로 장치(100)를 도시하는 단순화된 블럭도이다. 보상된 회로 장치(100)에는 보상

모듈(110), 신호 변조기(120), 신호 검출기(130) 및 인가 회로(140)가 포함된다. 보상 회로(110)와 신호 검출기(120)는

한데 모여 보상된 신호원을 형성한다. 회로 장치(100)는 회로 장치 내의 결함의 특성이 밝혀지는 구성, 즉, 특성 규명 모드

에서 동작 가능하다. 회로 장치(100)는 정규 동작 모드나 출력 신호(145)를 생성하도록 입력 신호(102)가 처리되는 응용

모드 사이에서 교대로 동작할 수 있다. 특성 규명 모드에서, 신호 검출기(130)는, 신호 변조기(120)로부터 나오며 회로

(140)에 결합된 신호(125)를 측정하며, 회로(14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145)도 측정한다. 신호 검출기(130)는 보상 모듈

(110)에 결합된 출력(135)을 가진다. 신호 검출기(130)의 출력(135)은 회로 장치(100) 내의 가능한 결함을 나타내는 에러

모듈에 따르는 파라미터들을 발견하는데 사용된다. 정규 동작 모드에서, 특성 규명 모드 중에 발견된 보상 값들은 입력 신

호(102)를 처리할 때 인가된다. 그리고, 보상된 신호(115)는 신호 변조기(120)에 인가된다. 변조 모듈(110)은 특정 응용에

따라 회로(140)를 직접 제어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증폭기 출력 신호(255)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력 정보 신호(202)를 처리하는 LINC 증폭기 회로

(200)의 블럭도이다. LINC 증폭기 회로(200)는, 개방형 루프 구성의 회로 결함을 보상하기 위해, 보상 모듈(210)과 신호

변조기(220)에 의해 형성되는 보상된 신호원을 이용한다. 보상 모듈(210)에는 디지털-대-아날로그(D/A) 변환기(211),

메모리(212) 및 기저 대역 신호 발생기(213)가 포함된다. 보상 모듈(210)은 정보 신호(202)를 입력받으며, 신호 변조기

(220)에 결합된 기저대역 신호 세트(216, 217, 218, 219)를 출력한다. 신호 변조기(220)는, 동일하고 일정한 엔빌로프를

갖는 2개의 RF 소스 신호(226 및 227)를 발생시키기 위해, 기저 대역 신호(216, 217, 218, 219) 및 무선 주파수 신호원

(221)을 이용한다. RF 소스 신호는 증폭 회로쌍(230 및 240)에 대한 입력 신호를 형성한다. 증폭 회로(230 및 240)는 증

폭된 신호(235 및 245) 출력을 발생시키는 방식과 유사하게 각각의 RF 소스 입력 신호(226 및 227)를 독립적으로 증폭하

도록 설계된다. 양호하게, 증폭된 신호(235 및 245)와 입력 신호(226 및 227)간에는 위상 및 진폭 관계가 유지된다. 따라

서, 증폭 회로(230 및 240)는, 동일하고 일정한 엔빌로프를 갖는 각각의 입력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이득 및 위상 균형을

갖는 회로를 가진다. 증폭된 신호(235, 245)는 증폭기 출력 신호(255)를 생성하기 위해 합산기나 결합기(250)에 의해 결

합된다.

결함 특성을 밝히는 목적을 위해, 증폭기 회로(200)는, 양호한 실시예에서, 전력 검출기(272, 274 및 276)를 구성하는 신

호 검출기를 가진다. 전력 검출기(272, 274 및 276)는 RF 소스 신호(226, 227)에 결합되며, 각각의 신호 레벨을 검출하도

록 선택적으로 동작된다. 전력 검출기(272, 274 및 276)는 신호 레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상 모듈(210)에 결합된다.

보상 목적을 위해, 증폭기 회로(200)는 각각 증폭 회로(230, 240)에 결합된 이득 조절기(262, 264)를 포함한다. 이득 조절

기(262, 264)는 동작 제어를 제공하는 보상 모듈에 결합된다.

LINC 증폭기(200)는 특성 규명 모드나 정규 모드에서 동작 가능하다. 특성 규명 모드에서 동작할 때, 증폭 회로(230,

240) 및 합산기(250) 내의 신호원(210, 220) 내의 결함을 강조시키기 위해 신호원(210, 220)에 트레이닝 구성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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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호하게, 미리 정의된 테스트 상태를 발생시키도록 기저 대역 신호 입력을 조정함으로써 트레이닝 구성이 적용된다.

전력 검출기(272, 274 및 276)는 증폭 회로(230, 240)로의 입력 및 증폭된 신호를 나타내는 출력(255)에서의 신호 레벨

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상 모듈(210)은 증폭 회로(200) 내의 결함을 나타내는 에러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들을

발견한다. 전력 레벨 측정은 메모리(212) 내에 저장된 진폭 및 위상 교정값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제적으로, 증폭기

회로(230, 240)에 의해 표시된 증폭 경로들간의 진폭과 위상 불균형 및 신호원(210, 220) 내의 결함의 특성을 밝히는 데

이타가 발생된다.

LINC 증폭기가 정규 동작 모드에서 동작할 때, 보상 모듈은 정보 신호(202)를 처리하여 기저 대역 입력 신호를 발생시킨

다. 기저 대역 입력 신호는 신호원(210, 220), 증폭기 회로(230, 240) 및 합산기(250) 내의 진폭 및 위상 불균형 신호 처리

를 보상하기 위해 수정된다.

도 3은, 회로 결함의 특성을 밝히는 에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이 발견되는 LINC 증폭기 회로(200) 부분을 강

조한 회로도이다. 카테시안 RF 신호 처리를 사용한 신호 변조기(220)의 구현에 있어서, RF 소스(221)로부터의 신호를 변

조하여 소스 또는 채널 신호(226, 227)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데에 기저대역 신호(216, 217, 218, 219)가 사용된다. 신호

분할기(310)는 국부 발진기 주파수의 2배(2×LO)에서 동작하는 RF 소스(221)로부터의 RF 신호를, 동일한 진폭과 90°의

위상차를 갖는 신호 성분 LO1(311)과 LO2(312)로 분할한다. 동상(I1) 및 직교(Q1) 성분을 나타내는 기저대역 신호(216,

217)는 혼합기(322, 323)에서 RF 반송파 신호(LO2, LO1)와 혼합된다. 최종 혼합된 신호(326, 327)는 채널 신호(226)를

출력하는 합산기(331)에 입력된다. 유사하게, 기저 대역 신호(218, 219)는, 혼합기(324, 325)에서 RF 반송파 신호(LO2,

LO1)와 혼합되는 동상(I2) 및 직교(Q2)를 형성한다. 최종 혼합된 신호(328, 329)는 채널 신호(227)를 출력하는 합산기

(332)에 입력된다.

직교 균형 에러(quadrature balance error)는 I1 및 LO2의 곱이 동일한 진폭을 가지지 않거나 Q1 및 LO1의 곱에 비해 90°

위상차를 가지지 않을 때에 발생한다. 채널 불균형은, 각각 증폭기(230, 240)로부터의 출력 신호 E, F가 증폭기(230, 240)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증폭기 입력 신호(226, 227)와 동일한 진폭 및 위상 이동 관계를 가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불균

형의 원천에 관한 지식은, 다양한 합산기 입력 신호에 관하여 이득 및 위상 불균형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한 세트의 방정식

을 유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회로 결함의 특성을 밝히는 신호 파라미터들 A, B, C, D, E 및 F는 합산기(331,

332)의 입력과 합산기(250)의 입력에서 확인된다. 설명된 회로 구성으로부터, 상대적인 이득 및 위상 불균형이 다음과 같

은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A=cos(ωL0(t))

B=G1sin(ωL0(t)+Φ1)

C=cos(ωL0(t))

D=G2sin(ωL0(t)+Φ2)

E=(A+B)GA

F=G[cos(ωL0(t)+θ)+G2sin(ωL0(t)+Φ2+θ)]

위의 방정식에서, ωL0는 국부 발진기에 관련된 주파수의 반이고, GA는 증폭기(230)의 이득이다. G1과 Φ1은 신호 A에 관

한 신호 B의 이득과 위상 불균형을 나타낸다. G2 및 Φ2는 신호 D에 관한 신호 C의 이득과 위상 불균형을 나타낸다. G 및 θ

는 신호 E에 관한 신호 F의 채널 이득과 위상 불균형을 나타낸다. 이들 관계를 에러 모델로서 사용하여, 특성 규명 및 캘리

브레이션(calibration) 절차가 불균형을 보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의 특성 규명 절차에서, 제1 테스트 조건이 설정된다. 제1 테스트 조건에서는, I1이 그 기대 피크치에서 인가

되고, 전력 증폭기(230)의 전력 설정은 원하는 출력 레벨로 조절된다. 유사하게, I2는 그 피크 기대치에서 인가되고, 전력

증폭기(240)의 전력 설정은 원하는 전력 레벨로 조절된다. 따라서, 이득 불균형 G는 전력 증폭기(230, 240)의 독립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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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설정으로써 해결된다. 신호 A와 B가 동일한 진폭을 가지며 신호 C와 D가 동일한 진폭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진폭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Q1은 1의 값이 적용되고, 곱셈 인자 G1은, 전력 검출기(272)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I1이

1의 값으로 인가되고 Q2가 0으로 설정되는 때의 출력 전력과 동일한 원하는 출력 전력을 달성하도록 조절된다. 앞의 절차

에서 설정된 진폭은 신호 Q2 및 신호 I2에 대한 곱셈 인자 G2에 대해서도 반복된다. 이 시점에서, 인자 G, G1 및 G2가 결정

된다. 그리고, G1, G2 및 G3 보상과 더불어, I1, Q1, I2 및 Q2 중 임의의 하나에 1의 값이 적용될 때, 출력 전력은 원하는 레

벨에 있을 것이다. 일단, 위상 불균형을 해결하고 나면, 진폭 1의 값을 유지하는 레벨을 갖는 I 및 Q 신호의 조합도 역시 일

정한 출력 전력을 가질 것이다. 신호 A 및 C는 각각의 채널에 대한 동상 기준항(inphase reference term)이며, 채널 위상

불균형항(channel phase imbalance term) θ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도 4를 참조하면, 채널 직교 균형(channel quadrature balance)을 달성하기 위해, Q1에 G1 보상을 가하고, 채널 성분 I1

및 Q1에는 동일한 값이 적용된다. 즉, I1=1 및 Q1=1이다. 조합된 채널 신호 전력(P1)은 벡터 V(A+B)로 표시된 전력 검출기

(272)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다음으로, Q1은 -1에 설정되고, 신호 레벨(P2)은 벡터 V(A-B)로 표시된 전력 검출기(272)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직교 위상 불균형의 해(resolution)는 다음과 같은 전력비로부터 결정된다.

sinΦ = 1 - P1/P2

위상 불균형이, 위상 측정에 드는 비용과 복잡성이 없는 상대적 전력 측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직교

위상 불균형은 I1 기저대역 동상 항에 추가항을 더함으로써 보상된다. 보상된 채널 신호[226, (A+B)]는 다음과 같은 관계

식으로 I1과 Q1을 미리 조정해둠으로써 달성된다.

A+B = (I1-Q1sinΦ1)cos(ωL0(t))+(G1)
-1secΦ1Q1cos(ωL0(t))

유사한 방식으로, 채널 신호(227)의 직교 위상 불균형이 결정되고, 다음과 같이 보상된다.

C+D=G[(I2-Q2sinΦ2)cos((ωL0(t)+(G2)
-1Q2secΦ2cos(ωL0(t))]

도 5를 참조하면, 채널 신호(226)에 대한 동상 기준 신호 +I1와, I1에 반대되는 벡터, 즉, 동상 기준 신호(-I2)(227)가 채널

위상 불균형 θ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 조건용 채널 신호로서 사용된다. 앞의 방정식으로부터, 이 테스트 조건에 대한 기

저대역 항은

I1=1, I2=-1, Q1=0 및 Q2=0;

A+B=I1cos(ωL0(t)); 및

C+D=-GI2cos(ωL0(t))

다시 한번, 채널 위상 불균형 항 θ를 결정하기 위해 전력비가 사용될 수 있다.

cos(θ)=1-2P0/Pref

여기서, P0는, I2=-1이고 I1=1일 때 전력 검출기(276)에서 측정된 전력이고, Pref는, I1=1이고 I2=0이거나, I2=1이고 I1=0

일 때 전력 검출기(276)에서 측정된 전력이다. 전력 P0는 도 5에서 전압 벡터 V0에 대응한다. 채널 신호(235)에 관해 채널

신호(245)를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보상하기 위해, 위상 불균형항 θ가 적용된다.

Iθ=I2cosθ-Q2sinθ;

Qθ=I2sinθ+Q2cos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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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θ 및 Qθ는 보상이 고려된 채널 위상을 나타낸다. 채널 위상 불균형항의 부호는, 도 5의 테스트 조건에 채널 위상

불균형을 적용하고 276에서 0 전력을 얻도록 θ의 부호를 반전시킴으로써 결정된다.

최종적인 불균형이 보상된 기저대역항은 다음과 같다.

I1'= I1-Q1sinΦ1

Q2'=G1
-1secΦ1Q1

I2'= G(Iθ-Qθsinθ2)

= G[I2cosθ-Q2G2sinΦ2cosθ-Q2G2
-1secΦ2sinθ]

Q2'= G(G2
-1QθsecΦ2)

= G[I2sinθ-Q2G2sinΦ2sinθ+Q2G2
-1secΦ2cosθ]

여기서, I1, Q1, I2 및 Q2는 입력 위상 및 진폭 변조된 메시지 신호(202)의 카테시안(Cartesian) 변환으로부터 결정된 시간

-가변적인 값이다. 그리고, I1', Q1', I2' 및 Q2'는 보상 모듈로부터 출력된 보상된 기저대역 신호이다.

어떤 구현에서는, 전력 설정 테스트 셋업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하나의 채널이 턴오프될 수 있는 LINC 구성 내에 대비책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개의 LINC 채널 전력은, 우선, 272 및 274에서의 측정으로부터의 보상항 G1, G2, Φ1 및 Φ2를

적용함으로써 양 채널을 온(On)시켜 설정될 수 있다. 도 5의 테스트 조건과 더불어, 항 G 및 θ는 276에서의 0 출력 전력

측정을 위해 반복될 수 있다. 대안으로, G는 증폭기(230 및 240)에서의 전력 조절(262 및 264)을 이용하여 조절될 수 있

다. 전력 설정 조절(262 및 264)은 비선형 또는 압축 동작 증폭기(230 및 240)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도 6은 회로 내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된 신호원을 이용하는 보상된 회로 장치에 대한 절차를 요약한 플로챠트이

다. 신호원은, 특정 회로에 결합되어 출력을 생성하는 RF 소스 신호를 발생시킨다.(단계 610, 620) 양호하게, RF 소스 출

력 신호는 RF 반송파 신호 상에서 기저대역 신호를 변조시켜 발생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특정 회로는 제1 및 제2 증폭

경로를 갖는 LINC 증폭기 회로이다. RF 소스는, 그들간에 정보 신호를 나타내는 동일한 크기와 오프셋된 위상 관계를 갖

는 2개의 일정한 엔빌로프 RF 신호를 출력한다. 2개의 출력 신호는 제1 및 제2 증폭 경로에 결합되고, 최종 증폭된 신호는

합산되어 증폭기 출력 신호를 형성한다.

보상된 회로 장치는 특성 규명 모드나 정규 모드에서 동작 가능하다. 특성 규명 모드는, 정규 모드 중에 적용되는 회로 보

상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장치는 특성 규명 모드나 정규 모드를 선택한다.(단계 630) 특성 규명 모드

에서, 트레이닝 구성이나 선정된 테스트 조건이 신호원의 결함 내지 특정 회로 내의 결함을 강조하도록 기저대역 신호가

적용된다.(단계 640) 트레이닝 구성이 적용되는 중에, 최소한 파라미터들의 일부는 RF 소스로부터의 출력에서 측정되고,

양호하게는, 최소한 하나의 파라미터는 특정 회로의 출력에서 측정된다.(단계 650) 이들 파라미터들은 결함을 나타내는

에러 모델을 구축하는데 사용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회로 결함은 진폭 및 위상 신호 처리에 관계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

적으로, 전력 레벨은 증폭 회로의 입력과 결합기들의 출력에서 측정된다. 그리고, 진폭 및 위상 교정값은 전력 레벨 측정으

로부터 유도된다. 일단 구축되면, 보상값은 주어진 회로 구성과 동작 조건에 대해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보상된 회로 장치가 정규 동작 모드를 선택할 때(단계 630), 파라미터들로부터 유도된 정보는 회로 결함을 보상하기 위해

기저대역 신호를 조정하는데 사용된다.(단계 660) 기저대역 신호의 진폭을 수정하여 RF 소스 출력 신호를 발생시킬 때 보

상이 가해진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증폭 회로의 이득을 조절하여 2개의 증폭 경로내의 이득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 정보가 선택적으로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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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장치(700)의 블럭도이다. 통신 장치(700)는 무선 주파수 채널을 통해 통신하기 위한 통신 회

로(730, 740)를 갖는 휴대용 양방향 무선 장치(radio)이다. 이 무선 장치에는 자신에게 결합된 부품으로서, 수신기(730),

전송기(740), 제어기(710), 메모리(720), 전송/수신 스위치(750) 및 안테나(760)가 포함된다. 전송기(740)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보상된 신호원(744)을 갖는 증폭 회로(742)를 포함하는 LINC 증폭기(742, 744)를 이용한다.

무선 장치의 동작은 송수신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된 메모리(720) 내에 저장된 인스트럭션 하에 제어기(710)에 의해

지배된다. 수신 동작을 위해, 송/수신 스위치(750)는 안테나(760)를 수신기(730)에 선택적으로 결합시킨다. 제어기(710)

는 LINC 증폭기(742, 744)를 위해 전송기가 특성 규명 모드와 정규 모드간을 선택하도록 동작시킨다. 구성 모드에서, 보

상된 신호원 및 증폭 회로는 LINC 증폭기(742, 744) 내의 회로 결함을 결정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다. 정규 모드에서, 회

로 결함의 특성 규명으로부터 유도된 정보는 전송된 신호를 처리할 때 적용된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설명된 보상 방법은 신호 처리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소자 결함과 동작 환경에 기인한 회로들의 차이점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회로의 서로 다른 부

분에서 처리되는 신호들간의 정확한 관계의 유지를 요하는 응용이 실현될 수 있다. 다양한 다른 응용들도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도 1의 회로(140)는, 예를 들어, 도허티(Doherty) 증폭기 또는 회로 측정 및 특성 규명 장치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응용에서, 에러 모델은 앞서 기술된 것과 유사한 분석을 사용하여 구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은 직

접적으로 위상을 측정하지 않고도 위상 보상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위상 조절은 개방형 루프 구

성의 전력 측정만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래 기술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이나 불안정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가 도시되고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이것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첨부된 청구범위

에 의해 한정되는 본 발명의 진정한 정신과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수정 및 변경 및 대체물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신호 처리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편차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자 결함 및 동작 환경으로 인한 회로 내의 차이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회로 내의 결함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저대역 신호들을 사용하여 RF 반송파 신호를 변조함으로써, 신호원으로부터 복수의 무선 주파수(RF) 신호를 발생시키

는 단계;

상기 복수의 RF 신호를 특정 회로에 결합하여 출력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신호원을 특성 규명 모드(characterizing mode)와 정규 모드(normal mode)에서 교대로 동작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특성 규명 모드에서는,

미리 정의된 구성에 따른 상기 기저대역 신호들의 조정을 통해, 상기 특정 회로 내의 결함의 특성을 밝히고, 상기 특정 회

로 내의 결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을 알아내기 위해 상기 복수의 RF 신호 및 상기 특정 회로의 상기 출력을 측정하며,

상기 정규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회로 내의 상기 결함을 보상하기 위해 상기 파라미터들로부터 유도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기저대역 신호들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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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특성 규명 모드 및 정규 모드에서 동작가능한 장치에 있어서,

입력으로서 복수의 기저대역 신호와 무선 주파수(RF) 반송파 신호를 가지며, 출력으로서 상기 복수의 기저대역 신호와 상

기 RF 반송파 신호의 조합으로부터 유도된 제1 및 제2 소스 신호를 갖는 신호원; 및

입력으로서 상기 제1 및 제2 소스 신호를 가지며 출력 신호를 갖는 특정 회로

를 포함하며,

상기 특성 규명 모드에서 동작할 때는,

미리 정의된 구성에 따른 상기 복수의 기저대역 신호의 조정을 통해 상기 특정 회로 내의 결함의 특성을 밝히고, 상기 특정

회로 내의 상기 결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을 알아내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 소스 신호와 상기 출력 신호를 측정하고,

상기 정규 모드에서 동작할 때는,

상기 특정 회로 내의 결함을 보상하기 위해 상기 파라미터들로부터 유도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기저대역 신호를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통신 회로; 및

상기 통신 회로에 결합되어 있으며, LINC 증폭기를 포함하는 전송기

를 포함하며,

상기 LINC 증폭기가,

입력으로서 복수의 기저대역 신호와 무선 주파수(RF) 반송파 신호를 가지며, 출력으로서 상기 복수의 기저대역 신호와 상

기 RF 반송파 신호의 조합으로부터 유도된 제1 및 제2 소스 신호를 갖는 신호원; 및

입력으로서 상기 제1 및 제2 소스 신호를 가지며, 출력 신호를 갖는 증폭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LINC 증폭기는,

제1 모드에서, 미리 정의된 구성에 따른 상기 복수의 기저대역 신 호의 조정을 통해 상기 증폭 회로 내의 결함의 특성을 밝

히고, 상기 증폭 회로 내의 결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을 알아내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 소스 신호와 상기 출력 신호를

측정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제2 모드에서, 상기 증폭 회로 내의 결함을 보상하기 위해 상기 파라미터들로부터 유도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기

저대역 신호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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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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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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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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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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