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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무선 송수신장치에서 발생하는 직교 신호들간의 부정합 및 회로의 비선형성을 자가 보상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이동단말의 송신기를 신호 발생기로 사용하고, 수신기를 응답 특성 측정기로 사용하

도록 하며, 기저대역 프로세서에서는 송신기를 통해 출력되는 테스트 신호와 수신기를 통해 수신되는 테스트 신호에 의해

수신측 및 송신측에 대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상하도록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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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송수신장치, 비선형성, 부정합, 자가보상, 테스트 펄스, simple wav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무선 송수신장치에서 발생하는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 단말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를 동 위상 채널신호(I 채널신호)와 직교위상 채널신호(Q 채널신호)에 의해 통신을 수행하는 무

선 송수신장치에 적용한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해 수신측의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경우 송신 파형과 수신 파형을 보이고 있는 도

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해 송신측의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경우 송신 파형과 수신 파형을 보이고 있는 도

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수신측에서의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송신측에서의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수신측에서의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송신측에서의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송수신장치에서 자가 보상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송수신장치에서 발생하는 직교 신호들간

의 비선형성 및 부정합을 자가 보상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무선 송수신장치의 성능을 열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비선형성 및 부정합 등과 같은 비 이상적인 특정

을 들 수 있다. 상기 비선형성은 무선 송신장치에 있어 전력 증폭기, 믹서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무선 수신장치에 있어 저

잡음 증폭기, 믹서, 능동필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상기 무선 송신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비선형성은 인접 채널들간의 간섭

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상기 비선형성은 무선 송수신장치에 있어 저 감도(desensitization), 블러킹(blocking), 크로스-

모듈레이션(cross-modulation), 인터-모듈레이션(inter-modulation)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 상기 부정합은 일정한

위상 편차에 의해 동 위상 채널신호(I 채널신호)와 직교위상 채널신호(Q 채널신호)를 전송하는 무선 송수신장치에 있어 상

기 I 채널신호의 경로와 상기 Q 채널신호의 경로간에 이득 및 위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부

정합은 비트 에러율(BER : Bit Error Rate)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기 무선 송수신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

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무선 송수신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술한 비선형성과 부정합을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도 1은 종래 무선 송수신장치에서 발생하는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신호 발생기(signal generator)(110)는 측정자의 설정에 의해 주어진 전기적 신호, 즉 테스트 신호

를 발생한다. 상기 테스트 신호는 테스트를 위한 무선 송수신장치(120)로 제공된다. 상기 무선 송수신장치(120)는 상기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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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신호를 소정 처리 절차에 의해 측정 데이터(measured data)로 출력한다. 상기 측정 데이터에는 계측 장비(130)로 제

공된다. 상기 계측 장비(130)는 상기 측정 데이터에 의해 상기 테스트 신호에 대응한 응답 특성을 상기 측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한다. 상기 계측 장비(130)는 주파수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측정자는 상기

계측 장비(130)를 통해 상기 테스트 신호에 대응한 응답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무선 송수신장치(120)에서의 부정합

및 비선형성 등과 같은 비 이상적 특성에 대한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측정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어장

비(140)를 조작함으로써 상기 비 이상적 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상기 무선 송수신장치(120)로 출력한다. 상기

무선 송수신장치(120)는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해당 파라미터들을 보정함으로써 상기 비 이상적 특성을 보정하게 된다.

한편, 상기 제어장비(140)가 상기 측정자에 의해 조작되지 않고, 상기 무선 송수신장치(120)로부터 출력되는 측정 데이터

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제어장치(140)에서는 상기 측정 데이터에 대응하여 상기 비 이상적 특

성을 보정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어장치로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의 보정 방법들이 사용되었

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아날로그 트리밍(trimming)의 형태로 보정하는 것이며, 그 두 번째 방법이 디지털 트리밍의 형태로

보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기 아날로그 트리밍의 형태로 보정하는 것은 생산 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온도 등과 같은 환

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적이지 못함에 따라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한편 상기 디지털 트리밍의 형태로 보정하

는 것은 비 이상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회로와 이를 보정해 주는 부가적인 연산회로가 추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연산을 위해 적지 않는 전력 소모가 요구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무선 송수신장치에 있어 부정합을 보상하는 다른 예로는 'Ericsson'에 의해 출원된 'US 6,009,317'(이하 "선출원"이라 칭

함)이 있다. 하지만 상기 선출원은 디지털 프로세서에 의한 수신기의 부정합만을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외

부 신호 생성기를 사용하고 있다. 즉 상기 선출원에 의해서는 무선 송수신장치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비 이상적인 특

성을 보정할 수 없으며, 기존에 추가 구성이 요구되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추가 구성없이 무선 송수신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 이상적인 특성을 보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테스트 신호의 입력에 따라 송신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의해 발생하는 비선형성을 수신장치

에서 보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테스트 신호의 입력에 따라 송신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합을 수신장치

에서 보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테스트 신호의 입력에 따라 송신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의해 수신장치에서 발생하는 비선

형성을 보정하기 위해 송신장치를 제어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테스트 신호의 입력에 따라 송신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의해 수신장치에서 발생하는 부정

합을 보정하기 위해 송신장치를 제어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1견지에 있어, 본 발명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스위치와, 상기 송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출력단과 직교 위상 출력단 및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입력단과 직교 위상 입력단을 가지는 제

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에서 상기 수신기에 발생하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제

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동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1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1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직교 위상 측정신호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갖지 않을 시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직교 위상 측정

신호의 부정합을 보상하고,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왜곡을 추정한 후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동 위상 측정

신호의 왜곡을 보상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2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2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

을 통해 제공되는 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직교 위상 측정신호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

기 동 위상 측정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갖지 않을 시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의 부정합을 보상하

고,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왜곡을 추정한 후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의 왜곡을 보상

하는 과정과, 상기 부정합의 보상과 상기 왜곡 보상이 완료될 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의 연

결을 차단하도록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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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2견지에 있어, 본 발명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스위치와, 상기 송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출력단과 직교 위상 출력단 및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입력단과 직교 위상 입력단을 가지는 제

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에서 상기 송신기에 발생하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제

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동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1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1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직교 위상 측정신호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갖지 않을 시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직교 위상 측정

신호의 부정합을 보상하고,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왜곡을 추정한 후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동 위상 측정

신호의 왜곡을 보상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2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2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

을 통해 제공되는 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직교 위상 측정신호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

기 동 위상 측정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갖지 않을 시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의 부정합을 보상하

고,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왜곡을 추정한 후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의 왜곡을 보상

하는 과정과, 상기 부정합의 보상과 상기 왜곡 보상이 완료될 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의 연

결을 차단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3견지에 있어, 본 발명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스위치와, 상기 송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출력단과 직교 위상 출력단 및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입력단과 직교 위상 입력단을 가지는 제

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에서 상기 수신기에 발생하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제

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동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1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1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1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부정합을 추정하고,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1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비선형성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2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2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2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부정합을 추정하고, 상기 직교 위상 입

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2직교 위상 측정신호의 비선형성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제1직교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제2동

위상 측정신호에 대해 추정된 부정합과, 상기 제1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제2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대해 추정된 비선형

성을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보상하는 과정과, 상기 부정합의 보상과 상기 왜곡 보상이 완료될 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

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의 연결을 차단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4견지에 있어, 본 발명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스위치와, 상기 송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출력단과 직교 위상 출력단 및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입력단과 직교 위상 입력단을 가지는 제

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에서 상기 송신기에 발생하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제

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동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1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1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1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부정합을 추정하고,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1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비선형성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2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2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2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부정합을 추정하고, 상기 직교 위상 입

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2직교 위상 측정신호의 비선형성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제1직교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제2동

위상 측정신호에 대해 추정된 부정합과, 상기 제1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제2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대해 추정된 비선형

성을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여 보상하는 과정과, 상기 부정합의 보상과 상기 왜곡 보상이 완료될 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

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의 연결을 차단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5견지에 있어, 본 발명은 이동 단말에서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장치에 있어서,

스위칭 제어신호에 의해 송신기를 수신기로 연결하는 스위치와, 비선형성의 보상이 요청될 시 상기 스위칭 제어신호를 출

력한 후 미리 정해진 테스트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송신기로 출력하고, 상기 수신기를 통해 수신되는 테스트 신호에 의해

비선형성을 추정하여 상기 수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수신측에서의 비선형성을 보상하고 상기 송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송신

측의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6견지에 있어, 본 발명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스위치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에서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를 상기 수신기로 연결하는 과정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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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해진 테스트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고, 이에 대응하여 상기 수신기를 통해 수신되는 테스트 신

호에 의해 비선형성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추정 결과에 의해 상기 수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수신측에서의 비선형성을 보

상하고, 상기 송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송신측에서의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후술될 상세한 설명에서는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있어 한 개의 대표적인 실시 예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으로 제시될 수 있는 다른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구성에서 설명으로 대체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후술될 설명에서 사용될 용어들에 대해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I_tx 신호; 송신측 또는 수신측에서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해 제어부로부터 I_tx 단을 통해 출력되는 테스트

신호

- Q_tx 신호; 송신측 또는 수신측에서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해 제어부로부터 Q_tx 단을 통해 출력되는 테스

트 신호

- I_tx 단; 제어부가 I_tx 신호를 출력하는 경로

- Q_tx 단; 제어부가 Q_tx 신호를 출력하는 경로

- I_rx 신호; 송신측 또는 수신측에서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해 I_rx

단을 통해 제어부로 수신되는 테스트 신호

- Q_rx 신호; 송신측 또는 수신측에서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해 Q_rx 단을 통해 제어부로 수신되는 테스트 신

호

- I_rx 단; I_rx 신호가 제어부로 제공되는 경로

- Q_rx 단; Q_rx 신호가 제어부로 제공되는 경로

- Q_rx 부정합 신호; I_rx 신호와의 부정합으로 인해 Q_rx 단을 통해 제어부로 제공되는 신호

- I_rx 부정합 신호; Q_rx 신호와의 부정합으로 인해 I_rx 단을 통해 제어부로 제공되는 신호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송신기에서 생성한 테스트 신호를 수신기로 제공하는 이동 단말의 구성을 제안하고, 상기

테스트 신호에 의해 추정되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즉, 본 발

명의 실시 예에서는 송신기를 신호 발생기로 사용하며, 수신기를 응답 특성 측정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다. 여기

서 테스트 신호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모든 신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펄스 또는 단순한 파형(simple wave; 사인파,

코사인파 등)을 가지는 신호가 사용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 단말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제어부(210)는 테스트 요구에 의해 미리 결정된 테스트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할 것을 송신부(230)

에게 요청한다. 이와 동시에 상기 제어부(210)는 상기 송신부(230)와 수신부(220)를 연결할 것을 명령하는 스위칭 제어신

호를 출력한다. 상기 송신부(230)는 상기 제어부(210)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출력한다. 스위

치(240)는 상기 제어부(210)로부터의 스위칭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송신부(230)로부터 출력되는 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

신부(220)의 입력으로 공급한다. 상기 수신부(220)는 상기 테스트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테스트 신호를 상기 제어

부(210)로 제공한다. 상기 제어부(210)는 상기 송신부(230)로부터 출력된 테스트 신호의 파형과 상기 수신부(220)를 통

해 수신된 테스트 신호의 파형을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에 의해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

한다. 즉, 상기 제어부(210)는 상기 테스트 신호에 대응한 응답 특성에 의해 상기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게 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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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정합 및 비선형성의 보상을 상기 수신부(220)의 제어에 의한 보상과 상기 송신부(230)의 제어에 의한 보상으로 구별

될 수 있다. 상기 수신부(220)의 제어에 의해 부정합을 보상하는 것을 'RX 부정합 보상'이라 칭하고,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것을 'RX 비선형 보상'이라 칭한다. 상기 송신부(230)의 제어에 의해 부정합을 보상하는 것을 'TX 부정합 보상'이라 칭하

고,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것을 'TX 비선형 보상'이라 칭한다. 상기 제어부(210)가 상기 비교 결과에 의해 부정합 및 비선형

성의 보상을 제어하는 것은 상기 수신부(220)와 상기 송신부(230)에서 사용되는 각종 파라미터들의 값을 조절함으로써 가

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미 공지된 기술임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함으로써 이동 단말은 무선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들에 대해 적절한 부정

합 보상 및 비선형성 보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를 동 위상 채널신호(I 채널신호)와 직교위상 채널신호(Q 채널신호)에 의해 통신을 수행하는 무

선 송수신장치에 적용한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제어부(310)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 보상이 요구될 시 테스트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한편 상기

제어부(310)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 보상을 위해 송신기의 출력이 수신기의 입력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스위칭 제어신호와

함께 감쇄 제어시호를 출력하다. 상기 도 3에서는 I 채널신호와 Q 채널신호를 구분하고 있음에 따라 상기 제어부(310)는 I

채널에 대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을 수행한 후 Q 채널에 대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부정

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은 송신측과 수신측 각각에 대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상기 제어부(310)는 송신기를 통해 I_tx 신

호를 전송한 후 수신기를 통해 I_rx 신호와 Q_rx 부정합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상

기 I_rx 신호에 의한 비선형성 보상을 수행하고, 상기 Q_rx 부정합 신호에 의한 부정합 보상을 수행한다. 상기 제어부

(310)는 상기 송신기를 통해 Q_tx 신호를 전송한 후 수신기를 통해 I_rx 부정합 신호와 Q_rx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제어

부(310)는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Q_rx 신호에 의한 비선형성 보상을 수행하고, 상기 I_rx 부정합 신호에 의한 부정

합 보상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송신기를 통해 I_tx 신호를 전송한 후 수신기를 통해 I_rx 신호와

Q_rx 부정합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I_rx 신호에 발생한 비선형성 보상하기 위해 상기 송신기를 제어

하며, 상기 Q_rx 부정합 신호에 발생한 부정합 보상을 하기 위해 상기 송신기를 제어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송신

기를 통해 Q_tx 신호를 전송한 후 수신기를 통해 I_rx 부정합 신호와 Q_rx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Q_rx 신호에 발생한 비선형성 보상하기 위해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며, 상기 I_rx 부정합 신호에 발생한 부정합 보상을 하

기 위해 상기 송신기를 제어한다.

상기 수신기와 송신기의 구성들 중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에 관여하는 구성들은 상기 제어부(310)로부터의 제어에 의

해 송신측 또는 수신측에서 발생하는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을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모뎀 등에는 기저대역 아날로그 시스템(base band analog system; 이하, "BBA"라 칭

함)이 내장되어 있다. 상기 BBA는 수신신호의 주파수를 중간 주파수(IF; intermediate frequency) 대역에서 기저대역

(BB; base band)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수신측 BBA(이하 "Rx BBA"라 칭함)(329)와, 송신하고자 하는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를 중간 주파수 대역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송신측 BBA(이하 "Tx BBA"라 칭함)(321)를 포함한다. 상

기 무선 통신시스템 중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경우 상기 기저대역으로 1.25MHz를 사용하며, 상기 중간 주

파수 대역으로는 70MHz ~ 4.096 MHz를 사용한다. 따라서 상기 Tx BBA(321)는 I 채널 경로(I_tx) 또는 Q 채널 경로

(Q_tx)를 통해 상기 제어부(310)로부터 제공되는 기저대역의 테스트 신호를 중간 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

다. 하지만 상기 Rx BBA(329)가 무선 주파수 대역(RF; Radio Frequence)의 신호를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거나 상기 Tx BBA(321)가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를 무선 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도록 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하여 후술될 설명에서는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를 중간 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한 가지 예만을 가정하

나 다른 하나의 예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I_tx를 통해 제공되어 중간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된 신호는 승산기(322)에 의해 'cos ω2'와 곱하여져 출력된다. 상기

Q_tx를 통해 제공되는 중간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된 신호는 승산기(323)에 의해 'sin ω2'와 곱하여져 출력된다. 상기 'cos

ω2'와 상기 'sin ω2'는 I 채널신호와 Q 채널신호가 90도의 위상 차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며, 위상동기회로(PLL;

Phase Locked Loop)(330)에 의해 생성된다. 상기 두 개의 승산기들(322, 323)로부터 출력되는 미세한 신호인 I 채널신

호 또는 Q 채널신호는 전력 증폭기(PA; Power Amp)(324)에 의해 무선채널을 통한 전송에 필요한 수준까지 증폭되어 출

력된다.

스위치와 감쇄기를 포함하는 귀환회로(325)는 상기 송신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상기 제어부(310)의 제어에 의해 소정

비만큼 감쇄시켜 상기 수신기의 입력으로 스위칭 한다. 상기 스위치는 상기 제어부(310)로부터의 스위칭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칭이 이루어져 상기 송신기의 출력을 상기 수신기의 입력으로 제공한다. 감쇄기는 상기 제어부(310)의 제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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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위치를 통해 제공되는 신호를 일정 비만큼 감쇄시켜 상기 수신기의 입력으로 제공한다. 일 예로 상기 감쇄기는 수

신측의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에는 높은 감쇄율에 의해 입력신호를 감쇄하며, 송신측의 부정합과 비선

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쇄율로써 입력신호를 감쇄한다.

상기 수신기의 LNA(326)는 상기 감쇄기를 통해 제공되는 수신신호에 포함된 잡음 성분을 제거하고, 일정 수준으로 증폭

하여 출력한다. 승산기(327)는 상기 LNA(326)로부터의 수신신호를 상기 PLL(330)로부터 제공되는 cos ω1과 승산하여

중간 주파수 대역의 I 채널신호로써 출력한다. 승산기(328)는 상기 LNA(326)로부터의 수신신호를 상기 PLL(330)로부터

제공되는 sin ω1과 승산하여 중간 주파수 대역의 Q 채널신호로써 출력한다. 상기 중간 주파수 대역의 I 채널신호와 Q 채널

신호는 Rx BBA(329)로 입력되어 기저대역의 수신신호, 즉 I_rx 신호와 Q_rx 신호로써 상기 제어부(310)로 출력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해 수신측의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경우 송신 파형과 수신 파형을 보이고 있는 도

면이다.

상기 도 4를 보면, I_tx 신호는 't1'의 시점에서 전송되며, 이는 전송 지연시간(d)을 감안하여 't1+d'의 시점에서 I_rx 신호

로 수신된다. 상기 I_tx 신호의 파형과 상기 I_rx 신호의 파형을 비교하여 보면 상기 I_rx 신호의 파형이 찌그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신기에서 I 채널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구성들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상기 't1'의 시

점에서 Q_tx 신호는 전송되지 않음에 따라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t1+d'의 시점에서 Q_rx 신호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상기 도 4에서는 상기 't1+d'의 시점에서 Q_rx 신호로써 불특정한 파형의 Q_rx 부정합 신호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신기에 있어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한다.

Q_tx 신호는 't2'의 시점에서 전송되며, 이는 전송 지연시간(d)을 감안하여 't2+d'의 시점에서 Q_rx 신호로 수신된다. 상기

Q_tx 신호의 파형과 상기 Q_rx 신호의 파형을 비교하여 보면 상기 Q_rx 신호의 파형이 찌그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신기에서 Q 채널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구성들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상기 't2'의 시점에서 I_tx 신호

는 전송되지 않음에 따라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t2+d'의 시점에서 I_rx 신호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상기 도 4에

서는 상기 't2+d'의 시점에서 I_rx 신호로써 불특정한 파형의 I_rx 부정합 신호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신기에 있

어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수신기에 있어 비선형성 특성 및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 특성은 상기 수신기의 해당 구성들의 동작 파라미

터들을 조정함으로써 보상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해 송신측의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경우 송신 파형과 수신 파형을 보이고 있는 도

면이다.

상기 도 5를 보면, I_tx 신호는 't1'의 시점에서 전송되며, 이는 전송 지연시간(d)을 감안하여 't1+d'의 시점에서 I_rx 신호

로 수신된다. 상기 I_tx 신호의 파형과 상기 I_rx 신호의 파형을 비교하여 보면 상기 I_rx 신호의 파형이 찌그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송신기에서 I 채널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구성들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상기 't1'의 시

점에서 Q_tx 신호는 전송되지 않음에 따라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t1+d'의 시점에서 Q_rx 신호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상기 도 5에서는 상기 't1+d'의 시점에서 Q_rx 신호로써 불특정한 파형의 Q_rx 부정합 신호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송신기에 있어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한다.

Q_tx 신호는 't2'의 시점에서 전송되며, 이는 전송 지연시간(d)을 감안하여 't2+d'의 시점에서 Q_rx 신호로 수신된다. 상기

Q_tx 신호의 파형과 상기 Q_rx 신호의 파형을 비교하여 보면 상기 Q_rx 신호의 파형이 찌그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송신기에서 Q 채널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구성들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상기 't2'의 시점에서 I_tx 신호

는 전송되지 않음에 따라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t2+d'의 시점에서 I_rx 신호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상기 도 5에

서는 상기 't2+d'의 시점에서 I_rx 신호로써 불특정한 파형의 I_rx 부정합 신호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송신기에 있

어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수신기에 있어 비선형성 특성 및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 특성은 상기 수신기의 해당 구성들의 동작 파라미

터들을 조정함으로써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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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술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실시 예

이하 본 발명의 제1실시 예로써 제안하고 있는 부정합 보상 및 비선형성 보상을 위한 수행 절차를 도 6과 도 7에서 보이고

있는 제어 흐름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1. 수신측에 대한 보상(RX 부정합 보상, RX 비선형성 보상)

상기 도 6은 수신측에서의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기 도 6에서는 수신측에 대한

보상에 있어 I 채널신호에 대응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은 610단계 내지 620단계에 걸쳐 수행되며, Q 채널신호에 대

응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은 622단계 내지 632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후술될 상세한 설명에 있어 I 채널신호에 대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에 대한 설명에서 테스트 신호는 I 채널 송신경로(I_tx 단)를 통해 출력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Q 채널신호에 대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에 대한 설명에서의 테스트 신호는 Q 채널 송신경로(Q_tx 단)를 통해

출력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1 I 채널신호에 대한 보상

제어부(310)는 610단계에서 RX 부정합과 RX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경로를 형성하기 위한 스위칭 제어신호와 송신측

으로부터 수신측으로 제공되는 신호의 감쇄를 결정하는 감쇄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스위칭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치

는 '온'되어 송신측과 수신측을 연결하며, 상기 감쇄 제어신호에 의해 감쇄기는 상기 송신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신호의 감쇄

정도를 결정한다. 상기 수신측의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상기 감쇄 제어신호로써 '하이(high)'를 출력함

으로써 상기 감쇄기에 의한 감쇄 정도를 증가시킨다. 그 후 상기 제어부(310)는 612단계에서 I_tx 단을 통해 미리 결정된

테스트 신호, I_tx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에 의해 출력된 상기 I_tx 신호는 무선부의 아날로그 파트(320)를 구

성하는 송신기로 제공된다. 상기 송신기를 구성하는 Tx BBA(321)는 상기 I_tx 단을 통해 제공되는 기저대역의 I_tx 신호

를 중간 주파수 대역의 I_tx 신호로 변환한 후 출력한다. 상기 중간 주파수 대역의 I_tx 신호는 승산기(322)에 의해 cos ω2

와 승산된 후 PA(324)로 제공되어 전송에 필요한 수준으로 증폭된다. 상기 증폭된 I_tx 신호는 상기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감쇄기로 입력되며, 상기 감쇄기는 상기 입력되는 I_tx 신호를 일정량 감쇄시켜 상기 수신측으로 제공한다. 상기 수신측의

LNA(326)는 수신신호에 포함된 잡음 성분을 제거하고, 일정 수준으로 증폭하여 출력한다. 상기 LNA(326)로부터의 수신

신호는 승산기(327)로 제공되어 상기 PLL(330)로부터 제공되는 cos ω1과 승산되어 출력된다. 상기 중간 주파수 대역의

수신신호는 Rx BBA(329)로 입력되어 기저대역의 수신신호, I_rx 신호로써 출력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I_rx 신호

를 I_rx 단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이때 Q_rx 단을 통해서는 어떠한 파형의 신호도 수신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

기 I 채널과 상기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상기 Q_rx 단을 통해서도 불특정한 파형, 즉 Q_rx 부정합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상기 Q_rx 부정합 신호는 수신기에서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상기 Q_rx 부정합 신호

의 일 예는 도 4에서 보이고 있다.

상기 제어부(310)는 614단계에서 상기 Q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한지를 판단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Q_rx 부

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하다면 수신측에서 I_tx 신호에 대응한 해당 이동 단말의 부정합 특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616단

계로 진행한다. 하지만 0에 근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61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Q_rx 부정합 신호에 대한 RX 부정합 보

상을 수행한 후 상기 61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14단계와 상기 618단계는 상기 Q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하다고 판

단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상기 Q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가진다고 판단될 시 상기 제어부(310)는 616단계로 진행하여 I_rx 단을 통해

제공되는 I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I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는지는 상기 제어부(310)에 의

해 송신된 테스트 신호, 즉 I_tx 신호의 파형과 상기 I_rx 신호의 파형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상기 I_rx 신호에 왜

곡이 발생하는 것은 상기 수신기에 있어 I 채널신호를 수신하는 구성들이 가지는 비선형성에 기인한다. 상기 I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한 예는 도 4에서 보이고 있다.

상기 616단계에서 상기 I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제어부(310)는 62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20단

계에서 상기 제어부(310)는 수신측의 해당 구성들을 제어하여 비선형성으로 인해 상기 I_rx 신호에 발생한 왜곡에 대한

RX 비선형성 보상을 수행한 후 상기 61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16단계와 상기 620단계는 상기 I_rx 신호의 파형이 상기

I_tx 신호의 파형과 유사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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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에 의해 수신측에서 I 채널신호에 대한 RX 부정합 및 RX 비선형성의 보상이 완료되면 상기 제어부(310)는 622

단계로 진행하여 수신측에서 Q 채널신호에 대한 RX 부정합 및 RX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1.2 Q 채널신호에 대한 보상

상기 제어부(310)는 622단계에서 Q_tx 단을 통해 미리 결정된 테스트 신호 Q_tx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에

의해 출력된 상기 Q_tx 신호는 무선부의 아날로그 파트(320)를 구성하는 송신기로 제공된다. 상기 송신기를 구성하는 Tx

BBA(321)는 상기 Q_tx 단을 통해 제공되는 기저대역의 Q_tx 신호를 중간 주파수 대역의 Q_tx 신호로 변환한 후 출력한

다. 상기 중간 주파수 대역의 Q_tx 신호는 승산기(323)에 의해 sin ω2와 승산된 후 PA(324)로 제공되어 전송에 필요한 수

준으로 증폭된다. 상기 증폭된 테스트 신호는 상기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감쇄기로 입력되며, 상기 감쇄기는 상기 입력되는

Q_tx 신호를 일정량 감쇄시켜 상기 수신측으로 제공한다. 상기 수신측의 LNA(326)는 수신신호에 포함된 잡음 성분을 제

거하고, 일정 수준으로 증폭하여 출력한다. 상기 LNA(326)로부터의 수신신호는 승산기(328)로 제공되어 상기 PLL(330)

로부터 제공되는 sin ω1과 승산되어 출력된다. 상기 중간 주파수 대역의 수신신호는 Rx BBA(329)로 입력되어 기저대역

의 수신신호로써 Q_rx 신호가 출력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Q_rx 신호를 Q_rx 단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이때

I_rx 단을 통해서는 어떠한 파형의 신호도 수신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상기

I_rx 단을 통해서도 불특정한 파형, 즉 I_rx 부정합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상기 I_rx 부정합 신호는 수신기에서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상기 I_rx 부정합 신호의 일 예는 도 4에서 보이고 있다.

상기 제어부(310)는 624단계에서 상기 I_rx 단을 통해 제공되는 I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한지를 판단한다. 상기 제어

부(310)는 상기 I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하다면 Q 채널에 대한 해당 이동 단말의 수신측에 있어 부정합 특성이 양호하

다고 판단하여 626단계로 진행한다. 하지만 0에 근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62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측의 구성들을

제어하여 상기 I_rx 부정합 신호에 대한 RX 부정합 보상을 수행한 후 상기 62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24단계와 상기

628단계는 상기 I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하여 수행된다.

상기 I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가진다고 판단될 시 상기 제어부(310)는 626단계로 진행하여 Q_rx 단을 통해

제공되는 Q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Q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는지는 상기 제어부(310)에

의해 송신된 Q_tx 신호의 파형과 상기 Q_rx 신호의 파형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상기 Q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

하는 것은 상기 수신기에 있어 Q 채널신호를 수신하는 구성들이 가지는 비선형성에 기인한다. 상기 Q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한 예는 도 4에서 보이고 있다.

상기 626단계에서 상기 Q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제어부(310)는 63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30

단계에서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수신측의 구성을 제어하여 비선형성으로 인해 상기 Q_rx 신호에 발생한 왜곡에 대한

RX 비선형성 보상을 수행한 후 상기 62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26단계와 상기 630단계는 상기 Q_rx 신호의 파형이 상

기 Q_tx 신호의 파형과 유사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전술한 바에 의해 수신측에서 Q 채널신호에 대한 RX 부정합 및 RX 비선형성의 보상이 완료되면 상기 제어부(310)는 632

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RX 부정합 및 RX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경로 및 감쇄를 초기화하기 위한 스위칭 제어신호 및

감쇄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2. 송신측에 대한 보상(TX 부정합 보상, TX 비선형성 보상)

상기 도 7은 송신측에서의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기 도 7에서는 송신측에 대한

보상에 있어 I 채널신호에 대응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은 710단계 내지 720단계에 걸쳐 수행되며, Q 채널신호에 대

응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은 722단계 내지 732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후술될 상세한 설명에 있어 I 채널신호에 대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에 대한 설명에서 테스트 신호는 I 채널 송신경로(I_tx 단)를 통해 출력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Q 채널신호에 대한 부정합과 비선형성의 보상에 대한 설명에서의 테스트 신호는 Q 채널 송신경로(Q_tx 단)를 통해

출력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1 I 채널신호에 대한 보상

제어부(310)는 710단계에서 TX 부정합과 TX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경로를 형성하기 위한 스위칭 제어신호와 송신

측으로부터 수신측으로 제공되는 신호의 감쇄를 결정하는 감쇄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스위칭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

치는 '온'되어 송신측과 수신측을 연결하며, 상기 감쇄 제어신호에 의해 감쇄기는 상기 송신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신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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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정도를 결정한다. 상기 수신측의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상기 감쇄 제어신호로써 '로우(low)'를 출력

함으로써 상기 감쇄기에 의한 감쇄 정도를 감소시킨다. 그 후 상기 제어부(310)는 712단계에서 I_tx 단을 통해 미리 결정

된 테스트 신호, I_tx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에 의해 출력된 상기 I_tx 신호는 무선부의 아날로그 파트(320)를

구성하는 송신기로 제공된다. 상기 송신기를 구성하는 Tx BBA(321)는 상기 I_tx 단을 통해 제공되는 기저대역의 I_tx 신

호를 중간 주파수 대역의 I_tx 신호로 변환한 후 출력한다. 상기 중간 주파수 대역의 I_tx 신호는 승산기(322)에 의해 cos

ω2와 승산된 후 PA(324)로 제공되어 전송에 필요한 수준으로 증폭된다. 상기 증폭된 I_tx 신호는 상기 스위치를 통해 상

기 감쇄기로 입력되며, 상기 감쇄기는 상기 입력되는 I_tx 신호를 일정량 감쇄시켜 상기 수신측으로 제공한다. 상기 수신측

의 LNA(326)는 수신신호에 포함된 잡음 성분을 제거하고, 일정 수준으로 증폭하여 출력한다. 상기 LNA(326)로부터의 수

신신호는 승산기(327)로 제공되어 상기 PLL(330)로부터 제공되는 cos ω1과 승산되어 출력된다. 상기 중간 주파수 대역

의 수신신호는 Rx BBA(329)로 입력되어 기저대역의 수신신호, I_rx 신호로써 출력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I_rx

신호를 I_rx 단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이때 Q_rx 단을 통해서는 어떠한 파형의 신호도 수신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

만 상기 I 채널과 상기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상기 Q_rx 단을 통해서도 불특정한 파형, 즉 Q_rx 부정합 신호가 나타

나게 된다. 상기 Q_rx 부정합 신호는 송신기에서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상기 Q_rx 부정합

신호의 일 예는 도 5에서 보이고 있다.

상기 제어부(310)는 714단계에서 상기 Q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한지를 판단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Q_rx 부

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하다면 송신측에서 I_tx 신호에 대응한 해당 이동 단말의 부정합 특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716단

계로 진행한다. 하지만 0에 근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718단계로 진행하여 송신측의 해당 구성들을 제어함으로써 상기

I_tx 신호를 조절하여 상기 Q_rx 부정합 신호에 대한 TX 부정합 보상을 수행한 후 상기 71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14단

계와 상기 718단계는 상기 Q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상기 Q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가진다고 판단될 시 상기 제어부(310)는 716단계로 진행하여 I_rx 단을 통해

제공되는 I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I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는지는 상기 제어부(310)에 의

해 송신된 테스트 신호, 즉 I_tx 신호의 파형과 상기 I_rx 신호의 파형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상기 I_rx 신호에 왜

곡이 발생하는 것은 상기 송신기에 있어 I 채널신호를 송신하는 구성들이 가지는 비선형성에 기인한다. 상기 I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한 예는 도 5에서 보이고 있다.

상기 716단계에서 상기 I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제어부(310)는 72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20단

계에서 상기 제어부(310)는 송신측의 해당 구성들을 제어하여 상기 I_tx 신호를 조절함으로써 비선형성으로 인해 상기

I_rx 신호에 발생한 왜곡에 대한 TX 비선형성 보상을 수행한 후 상기 71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16단계와 상기 720단계

는 상기 I_rx 신호의 파형이 상기 I_tx 신호의 파형과 유사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전술한 바에 의해 송신측에서 I 채널신호에 대한 TX 부정합 및 TX 비선형성의 보상이 완료되면 상기 제어부(310)는 722

단계로 진행하여 송신측에서 Q 채널신호에 대한 TX 부정합 및 TX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2.2 Q 채널신호에 대한 보상

상기 제어부(310)는 722단계에서 Q_tx 단을 통해 미리 결정된 테스트 신호 Q_tx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에

의해 출력된 상기 Q_tx 신호는 무선부의 아날로그 파트(320)를 구성하는 송신기로 제공된다. 상기 송신기를 구성하는 Tx

BBA(321)는 상기 Q_tx 단을 통해 제공되는 기저대역의 Q_tx 신호를 중간 주파수 대역의 Q_tx 신호로 변환한 후 출력한

다. 상기 중간 주파수 대역의 Q_tx 신호는 승산기(323)에 의해 sin ω2와 승산된 후 PA(324)로 제공되어 전송에 필요한 수

준으로 증폭된다. 상기 증폭된 테스트 신호는 상기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감쇄기로 입력되며, 상기 감쇄기는 상기 입력되는

Q_tx 신호를 일정량 감쇄시켜 상기 수신측으로 제공한다. 상기 수신측의 LNA(326)는 수신신호에 포함된 잡음 성분을 제

거하고, 일정 수준으로 증폭하여 출력한다. 상기 LNA(326)로부터의 수신신호는 승산기(328)로 제공되어 상기 PLL(330)

로부터 제공되는 sin ω1과 승산되어 출력된다. 상기 중간 주파수 대역의 수신신호는 Rx BBA(329)로 입력되어 기저대역

의 수신신호로써 Q_rx 신호가 출력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Q_rx 신호를 Q_rx 단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이때

I_rx 단을 통해서는 어떠한 파형의 신호도 수신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상기

I_rx 단을 통해서도 불특정한 파형, 즉 I_rx 부정합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상기 I_rx 부정합 신호는 송신기에서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상기 I_rx 부정합 신호의 일 예는 도 5에서 보이고 있다.

상기 제어부(310)는 724단계에서 상기 I_rx 단을 통해 제공되는 I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한지를 판단한다. 상기 제어

부(310)는 상기 I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하다면 Q 채널에 대한 해당 이동 단말의 송신측에 있어 부정합 특성이 양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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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여 726단계로 진행한다. 하지만 0에 근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72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송신측의 구성들을

제어함으로써 상기 Q_tx 신호를 조절하여 상기 I_rx 부정합 신호에 대한 TX 부정합 보상을 수행한 후 상기 722단계로 진

행한다. 상기 724단계와 상기 728단계는 상기 I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하여 수행된다.

상기 I_rx 부정합 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가진다고 판단될 시 상기 제어부(310)는 726단계로 진행하여 Q_rx 단을 통해

제공되는 Q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Q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는지는 상기 제어부(310)에

의해 송신된 Q_tx 신호의 파형과 상기 Q_rx 신호의 파형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상기 Q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

하는 것은 상기 송신기에 있어 Q 채널신호를 송신하는 구성들이 가지는 비선형성에 기인한다. 상기 Q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한 예는 도 5에서 보이고 있다.

상기 726단계에서 상기 Q_rx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제어부(310)는 73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30

단계에서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송신측의 구성을 제어하여 상기 Q_tx 신호를 조절함으로써 비선형성으로 인해 상기

Q_rx 신호에 발생한 왜곡에 대한 TX 비선형성 보상을 수행한 후 상기 72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26단계와 상기 730단

계는 상기 Q_rx 신호의 파형이 상기 Q_tx 신호의 파형과 유사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전술한 바에 의해 송신측에서 Q 채널신호에 대한 TX 부정합 및 TX 비선형성의 보상이 완료되면 상기 제어부(310)는 732

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TX 부정합 및 TX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경로 및 감쇄를 초기화하기 위한 스위칭 제어신호 및

감쇄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제2실시 예

이하 본 발명의 제2실시 예로써 제안하고 있는 부정합 보상 및 비선형성 보상을 위한 수행 절차를 도 8과 도 9에서 보이고

있는 제어 흐름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1. 수신측에 대한 보상(RX 부정합 보상, RX 비선형성 보상)

상기 도 8은 수신측에서의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제어부(310)는 810단계에서 RX 부정합과 RX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경로를 형성하기 위한 스

위칭 제어신호와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으로 제공되는 신호의 감쇄를 결정하는 감쇄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스위칭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치는 '온'되어 송신측과 수신측을 연결하며, 상기 감쇄 제어신호에 의해 감쇄기는 상기 송신측으로부

터 제공되는 신호의 감쇄 정도를 결정한다. 상기 수신측의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상기 감쇄 제어신호로

써 '하이(high)'를 출력함으로써 상기 감쇄기에 의한 감쇄 정도를 증가시킨다. 그 후 상기 제어부(310)는 812단계에서 I_tx

단을 통해 미리 결정된 테스트 신호, I_tx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에 의해 출력된 상기 I_tx 신호는 송신기와 스

위치를 통해 수신기로 제공된다. 상기 수신기는 수신신호, I_rx 신호를 상기 제어부(310)로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I_rx 신호를 I_rx 단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이때 Q_rx 단을 통해서는 어떠한 파형의 신호도 수신되지 않아야 할 것이

다. 하지만 상기 I 채널과 상기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상기 Q_rx 단을 통해서도 불특정한 파형, 즉 Q_rx 부정합 신

호가 나타나게 된다. 상기 Q_rx 부정합 신호는 수신기에서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상기

Q_rx 부정합 신호의 일 예는 도 5에서 보이고 있다.

상기 제어부(310)는 814단계에서 상기 Q_rx 부정합 신호를 추정한 후 816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816단계에서 상기 제어

부(310)는 상기 I_rx 단을 통해 제공받은 상기 I_rx 신호로부터 비선형성을 추정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818단계에서 Q_tx 단을 통해 미리 결정된 테스트 신호, Q_tx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에

의해 출력된 상기 Q_tx 신호는 상기 송신기와 상기 스위치를 통해 상기 수신기로 제공된다. 상기 수신기는 수신신호,

Q_rx 신호를 상기 제어부(310)로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Q_rx 신호를 Q_rx 단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이때

I_rx 단을 통해서는 어떠한 파형의 신호도 수신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상기

I_rx 단을 통해서도 불특정한 파형, 즉 I_rx 부정합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도 5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상기 제어부(310)는 820단계에서 상기 I_rx 부정합 신호를 추정한 후 82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822단계에서 상기 제어

부(310)는 상기 Q_rx 단을 통해 제공받은 상기 Q_rx 신호로부터 비선형성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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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상기 제어부(310)는 82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814단계 및 상기 820단계에서 추정된

부정합에 대한 보상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310)는 826단계에서 상기 수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816단계 및

상기 822단계에서 추정된 비선형성에 대한 보상을 수행한다.

전술한 바에 의해 수신측에서 I 채널신화와 Q 채널신호에 대한 RX 부정합 및 RX 비선형성의 보상이 완료되면 상기 제어부

(310)는 82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RX 부정합 및 RX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해 설정한 경로 및 감쇄를 초기화하기 위한

스위칭 제어신호 및 감쇄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2. 송신측에 대한 보상(TX 부정합 보상, TX 비선형성 보상)

상기 도 9는 송신측에서의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제어부(310)는 910단계에서 TX 부정합과 TX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경로를 형성하기 위한 스

위칭 제어신호와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으로 제공되는 신호의 감쇄를 결정하는 감쇄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스위칭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치는 '온'되어 송신측과 수신측을 연결하며, 상기 감쇄 제어신호에 의해 감쇄기는 상기 송신측으로부

터 제공되는 신호의 감쇄 정도를 결정한다. 상기 수신측의 부정합과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상기 감쇄 제어신호로

써 '로우(low)'를 출력함으로써 상기 감쇄기에 의한 감쇄 정도를 증가시킨다. 그 후 상기 제어부(310)는 912단계에서 I_tx

단을 통해 미리 결정된 테스트 신호, I_tx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에 의해 출력된 상기 I_tx 신호는 송신기와 스

위치를 통해 수신기로 제공된다. 상기 수신기는 수신신호, I_rx 신호를 상기 제어부(310)로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I_rx 신호를 I_rx 단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이때 Q_rx 단을 통해서는 어떠한 파형의 신호도 수신되지 않아야 할 것이

다. 하지만 상기 I 채널과 상기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상기 Q_rx 단을 통해서도 불특정한 파형, 즉 Q_rx 부정합 신

호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상기 도 5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상기 제어부(310)는 914단계에서 상기 I_tx 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합을 추정한 후 916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16단

계에서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I_rx 단을 통해 제공받은 상기 I_rx 신호로부터 상기 I_tx 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비선형성

을 추정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918단계에서 Q_tx 단을 통해 미리 결정된 테스트 신호 Q_tx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에

의해 출력된 상기 Q_tx 신호는 상기 송신기와 상기 스위치를 통해 상기 수신기로 제공된다. 상기 수신기는 수신신호,

Q_rx 신호를 상기 제어부(310)로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Q_rx 신호를 Q_rx 단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이때

I_rx 단을 통해서는 어떠한 파형의 신호도 수신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으로 인해 상기

I_rx 단을 통해서도 불특정한 파형, 즉 I_rx 부정합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상기 도 5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상기 제어부(310)는 920단계에서 상기 Q_tx 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합을 추정한 후 92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22단

계에서 상기 제어부(310)는 상기 Q_rx 단을 통해 제공받은 상기 Q_rx 신호로부터 상기 Q_tx 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비선

형성을 추정한다.

그 후 상기 제어부(310)는 92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송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914단계 및 상기 920단계에서 추정된

부정합에 대한 보상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310)는 926단계에서 상기 송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916단계 및

상기 922단계에서 추정된 비선형성에 대한 보상을 수행한다.

전술한 바에 의해 송신측에서 I 채널신화와 Q 채널신호에 대한 TX 부정합 및 TX 비선형성의 보상이 완료되면 상기 제어

부(310)는 92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TX 부정합 및 TX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해 설정한 경로 및 감쇄를 초기화하기 위

한 스위칭 제어신호 및 감쇄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 단말을 구성하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이용하여 비선형성과 I 채널과 Q 채널간의 부정합을

부가적인 회로의 추가나 추가 전력 소모 없이 쉽게 보상할 수 있다. 이는 이동 단말의 생산 단가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 능력이 뛰어난 선형성과 부정합의 디지털 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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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스위치와, 상기 송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출력단과 직교 위상 출력단 및 상기 수신기를 연

결하는 동 위상 입력단과 직교 위상 입력단을 가지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에서 상기 수신기에 발생하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자가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동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1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1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직교 위상 측정신호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갖지 않을 시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의 부정합을

보상하고,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왜곡을 추정한 후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의 왜곡을 보

상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2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2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직교 위상 측정신호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갖지 않을 시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의 부정합을 보상

하고,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왜곡을 추정한 후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의 왜곡을 보

상하는 과정과,

상기 부정합의 보상과 상기 왜곡 보상이 완료될 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의 연결을 차단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송신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제1 및 제2테스트 신호들 중 하나의 테스트

신호를 소정 비에 의해 감쇄시켜 출력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스위치와, 상기 송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출력단과 직교 위상 출력단 및 상기 수신기를 연

결하는 동 위상 입력단과 직교 위상 입력단을 가지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에서 상기 송신기에 발생하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자가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동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1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1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직교 위상 측정신호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갖지 않을 시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의 부정합을

보상하고,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왜곡을 추정한 후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의 왜곡을 보

상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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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직교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2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2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직교 위상 측정신호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가 0에 근사한 값을 갖지 않을 시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동 위상 측정신호의 부정합을 보상

하고,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왜곡을 추정한 후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여 상기 직교 위상 측정신호의 왜곡을 보

상하는 과정과,

상기 부정합의 보상과 상기 왜곡 보상이 완료될 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의 연결을 차단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송신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제1 및 제2테스트 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의

테스트 신호를 소정 비에 의해 감쇄시켜 출력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스위치와, 상기 송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출력단과 직교 위상 출력단 및 상기 수신기를 연

결하는 동 위상 입력단과 직교 위상 입력단을 가지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에서 상기 수신기에 발생하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자가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동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1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1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

는 제1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부정합을 추정하고,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1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

생한 비선형성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2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2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2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부정합을 추정하고,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2직교 위상 측정신호의 비

선형성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제1직교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제2동 위상 측정신호에 대해 추정된 부정합과, 상기 제1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제2

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대해 추정된 비선형성을 상기 수신기를 제어하여 보상하는 과정과,

상기 부정합의 보상과 상기 왜곡 보상이 완료될 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의 연결을 차단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송신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제1 및 제2테스트 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의

테스트 신호를 소정 비에 의해 감쇄시켜 출력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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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스위치와, 상기 송신기를 연결하는 동 위상 출력단과 직교 위상 출력단 및 상기 수신기를 연

결하는 동 위상 입력단과 직교 위상 입력단을 가지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에서 상기 송신기에 발생하는 부정합 및

비선형성을 자가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동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1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1테스트 펄스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

는 제1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부정합을 추정하고,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1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

생한 비선형성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위상 출력단에 대응한 제2테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를 통해 수신한 상기 제2테스트 신호를 상기 수신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동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2동 위상 측정신호에 발생한 부정합을 추정하고, 상기 직교 위상 입력단을 통해 제공되는 제2직교 위상 측정신호의 비

선형성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제1직교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제2동 위상 측정신호에 대해 추정된 부정합과, 상기 제1동 위상 측정신호와 상기 제2

직교 위상 측정신호에 대해 추정된 비선형성을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여 보상하는 과정과,

상기 부정합의 보상과 상기 왜곡 보상이 완료될 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의 연결을 차단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송신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제1 및 제2테스트 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의

테스트 신호를 소정 비에 의해 감쇄시켜 출력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이동 단말에서 비선형성을 자가 보상하는 장치에 있어서,

스위칭 제어신호에 의해 송신기를 수신기로 연결하는 스위치와,

비선형성의 보상이 요청될 시 상기 스위칭 제어신호를 출력한 후 미리 정해진 테스트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송신기로 출력

하고, 상기 수신기를 통해 수신되는 테스트 신호에 의해 비선형성을 추정하여 상기 수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수신측에서의

비선형성을 보상하고 상기 송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송신측의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송신기로부터 전송되는 테스트 신호를 소정 비에 의해 감쇄시켜 출력하

는 감쇄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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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스위치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에서 비선형성을 자가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기를 상기 수신기로 연결하는 과정과,

미리 정해진 테스트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송신기를 통해 전송하고, 이에 대응하여 상기 수신기를 통해 수신되는 테스트

신호에 의해 비선형성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추정 결과에 의해 상기 수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수신측에서의 비선형성을 보상하고, 상기 송신기를 제어함으로써 송

신측에서의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송신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미리 결정된 테스트 신호를 소정 비에 의

해 감쇄시켜 출력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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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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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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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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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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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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