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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비용 송신기 대역-통과 필터(35, 200)의 진폭 리플을 보상하기 위한 적응성 사전-등화기(15)가 개시된다. 상기 등화기

계수(72)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터링된-x LMS 알고리즘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변조된 RF 신호는 송신기에서 복조되어,

원(original) 기저 대역 신호의 필터링된 버젼으로부터 감산된다. 저-비용 송신 필터(35, 200)의 임펄스 응답이 지연(73)

에 의해 근사화된다. 본 개시는 예를 들어, OFDM을 사용한 직접 변환 또는 헤테로다인 송신기에 적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B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을 등화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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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신호 처리 회로의 출력 신호와 사전 등화기(pre-equalizer)의 등화 함수 입력 신호간의 차이를 획득하는 단계와;

b) 상기 획득된 차이와 상기 전송 특성 근사화에 기초하여 상기 차이의 기울기를 근사화하는 단계와; 그리고

c) 상기 근사화된 기울기에 기초하여 상기 사전 등화기의 등화 함수 제어값들을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근사화 단계는 상기 차이의 최소 평균 제곱 기울기 벡터의 근사화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기울기 벡터는 시스템 비용 함수의 편미분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이는 상기 출력 및 입력 신호의 신호 포락선들을 비교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

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는 디지털 신호이며, 상기 출력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

로의 전송 특성 등화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값들은 적응성 디지털 필터의 계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방

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특성은 지연 함수로서 근사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함수의 지연은 상기 전송 특성의 최대 아날로그 필터 피크 위치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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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기울기 벡터는:

식 ∇{E} = -2·e[k]· d[k-τ]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여기서 ∇{E}는 상기 기울기 벡터를 표시하며,

e[k]는 상기 획득된 차이를 표시하며, 그리고

d[k-τ]는 상기 전송 특성의 상기 지연 근사화에 의해 평가된 상기 입력 신호의 벡터 표현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필터 계수는:

식 w[k+1]=w[k]+μe[k]·d[k-τ]에 기초하여 상기 갱신 단계에서 갱신되며,

여기서 w[k+1]는 갱신된 필터 계수의 벡터 표현을 표시하며,

w[k]는 현재 필터 계수의 벡터 표현을 표시하며, 그리고

μ는 소정의 비례 인자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방법.

청구항 11.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을 등화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a) 상기 신호 처리 회로의 출력 신호와 사전-등화 수단의 입력 신호간의 차이를 획득하기 위한 비교 수단과;

b) 상기 획득된 차이와 상기 전송 특성 근사화에 기초하여 상기 차이의 기울기를 근사화하기 위한 근사화 수단과; 그리고

c) 상기 근사화된 기울기에 기초하여 상기 사전-등화 수단의 제어 값들을 획득하기 위한 갱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수단은 상기 입력 및 출력 신호를 이들의 포락선에 기초하여 비교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장치.

청구항 13.

제 11항 또는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근사화 수단은 상기 전송 특성을 지연 함수로서 근사화하고, 최소 평균 제곱 근사화

함수를 사용하여 상기 기울기를 근사화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장치.

청구항 14.

등록특허 10-0668125

- 3 -



제 11항 또는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회로는 직접 변환 또는 헤테로다인 송신기 아키텍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 등화 장치.

청구항 15.

제 11항 또는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등화기 수단은 디지털 사전-등화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전

송 특성 등화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예를 들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구성을 이용한 직접 변환 또는 헤테로다인 송신기와 같은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을 등화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전기 전자 통신 학회(IEEE)는 차세대 기업용 무선 근거리망(LAN)을 나타내는 새로운 사양 802.11a을 개발하였다. 현재

기술에 대한 이 사양의 장점 중에는 매우 큰 스케일가능성(scalability), 양호한 간섭 내성(interference immunity), 및 매

우 빠른 속도가 있는바, 이들은 동시에 높은 대역폭 응용을 허용한다.

확산 스펙트럼의 채널 이용가능성 및 데이터 율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OFDM은 새로운 엔코딩 구성으로서 사용된다. 이용

가능한 독립적인 채널이 많을수록 무선 네트워크가 더욱 스케일가능하기 때문에, 채널 이용가능성이 중요하다. 고속 데이

터 율은 하나의 고속 채널을 생성하도록 많은 저속 서브캐리어를 결합함으로써 수행된다. 큰(넓은) 채널은 작은(좁은) 채

널보다 전송 당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서브캐리어들은 병렬로 전송되는데, 이는 이들이 동시에 송신되고 수신됨을

의미한다. 수신 디바이스는 각각이 전체 데이터의 부분을 나타내는 개별 신호를 처리하는데, 여기서 개별 신호들은 함께

실제 신호를 구성한다. 각 채널을 포함하는 이들 많은 서브캐리어로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동시에 송신될 수 있다.

IEEE 801.11a 무선 LAN 표준은 고성능 시스템을 정의하며, 이에 따라 OFDM 송신기 출력에 대해 일정한 신호 정확성을

요구한다. 아날로그 기저대역 및 무선 주파수(RF) 필터 결함을 고려한다면, 전송 이전에 신호 스트림을 등화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송신기 출력 신호의 성능은 아날로그 필터 정확성에 더욱 의존한다. 높은 신호 정확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값비

싸고 정밀한 필터가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값싼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

다. 만일 송신기 통과대역의 큰 진폭 리플과 그룹 지연(group delay)을 보상하도록 개선된 등화기가 설치된다면, 저비용

및 정밀하지않은 아날로그 송신기 필터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송신기 출력의 신호 정확성이 개선되어 필터 요구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된 등화 방법 및 장

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은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을 등화하는 방법에 의해 수행되며, 상기 방법은:

- 상기 신호 처리 회로의 출력 신호와 사전 등화기의 등화 함수 입력 신호간의 차이를 획득하는 단계와;

- 상기 획득된 차이와 상기 전송 특성의 근사화에 기초하여 상기 차이의 기울기를 근사화하는 단계와; 그리고

- 상기 근사화된 기울기에 기초하여 상기 등화 함수의 제어 값들을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목적은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을 등화하기 위한 장치에 의해 수행되며, 상기 장치는:

- 상기 신호 처리 회로의 출력 신호와 등화 수단의 입력 신호간의 차이를 획득하기 위한 비교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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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획득된 차이와 상기 전송 특성의 근사화에 기초하여 상기 차이의 기울기를 근사화하기 위한 수단과; 그리고

- 상기 근사화된 기울기에 기초하여 상기 등화 수단에 제공된 제어 값들을 갱신하기 위한 갱신 수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신호 처리 회로의 결함을 인식하고, 신호 처리 회로에 제공된 신호의 사전-왜곡을 도입할 수 있는 적응성 사전-등

화 구성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신호 처리 회로의 사양 및 요구들은 감소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적으로 미래의 표준에서

엄격한 사양이 요구되지 않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적응성 사전-등화 함수 덕택에, 본 해법은 신호 처리 회로의 종류에 무관한데, 예를 들어, 직접 변환 또는 헤테로다

인 아키텍처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근사화 단계는 상기 차이의 최소 제곱 평균 기울기 벡터(least mean square gradient

vector)의 근사화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울기 벡터는 시스템 비용 함수(system cost function)의 편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상기 차이는 상기 출력신호와 입력 신호의 신호 포락선을 비교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특히, 상기 입력

신호는 디지털 신호이고, 상기 출력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일 수 있다.

상기 제어 값들은 적응성 디지털 필터의 계수들일 수 있다.

부가적으로, 상기 전송 특성은 지연 함수로서 근사화될 수 있다. 이 경우에서, 상기 지연 함수의 지연은 상기 전송 특성에

서 최대 아날로그 필터 피크(peak) 위치에 대응할 수 있다.

상기 등화 장치를 비교하는 수단은 포락선에 기초하여 상기 입력 및 출력 신호를 비교하도록 구성된다. 이에 추가하여, 상

기 근사화 수단은 지연 함수로서 상기 전송 특성을 근사화하고, 최소 평균 제곱 근사화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기울기

를 근사화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신호 처리 회로는 직접 변환 또는 헤테로다인 송신기 아키텍처일 수 있다.

상기 등화 장치는 디지털 사전-등화기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적인 유익한 개발들이 종속항에서 정의된다.

실시예

하기에서, 본 발명은 첨부 도면을 참조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기초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IEEE 802.11a 무선 LAN 송신기 아키텍처를 위한 헤테로다인

OFDM 송신기 아키텍처에 기초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1에 따르면, 바이너리 위상 변조 방식(BPSK), 직교 위상 변조 방식(QPSk), 또는 직교 진폭변조(QAM)에 기반할 수 있

는 입력 신호는, 예를 들어, 20MHz의 중간 주파수로 디지털 도메인의 디지털 중간 주파수(IF) 회로(10)에 제공되기 이전

에 상향-변환되고(up-converted), 저역-통과 필터링된다. 생성된 IF 신호는 신호 스트림을 사전-등화하도록 구성된 적응

성 사전-등화기(15)에 제공되며, 이에 따라 다음 스테이지의 비-이상 아날로그 필터 회로에 의해 생성된 왜곡은 다시 정확

한 신호 스트림이 된다. 사전-등화된 신호는 송신기 회로(200)에 제공되며, 여기서 신호는 송신 안테나(55)를 통해 전송을

위해 처리된다.

송신기 회로(200)는 헤테로다인 송신기 아키텍처에 기초하며, 아날로그 기저대역 회로(20)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사전-등

화된 신호는 예를 들어, 필터링, 채널 코딩, 펄스 쉐이핑 또는 다른 적합한 처리 동작을 적용함으로써 전송을 위해 준비된

다. 이후에, 처리된 기저 대역 신호는 변조기 또는 곱셈기(25)를 포함하는 제 1 상향-변환 스테이지에 제공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1.5GHz의 주파수로 제 1 발진기(30)로부터 획득된 신호는 신호 주파수를 1.5GHz 범위로 변환하도록 제 1 상

향-변환 스테이지에 제공된다. 이후에, 상향-변환된 신호는 비-선형 또는 다른 왜곡에 의해 생성된 원하지않은 주파수 성

분을 억압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IF 필터 회로(35)에 제공된다. 필터링되고, 상향-변환된 신호는 이후에 제 2 변조기 또는

곱셈기(40)를 포함하는 제 2 상향-변환 스테이지에 제공되는데, 여기서 3.5 내지 4.5 GHz로 조정가능한 범위의 상향-변

환 신호는 제어가능한 제 2 발진기(45)로부터 제 2 상향-변환 스테이지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IF 회로(35)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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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신호는 최종적으로 3.5 내지 4.5 GHz로 조정가능한 주파수로 상향-변환된다. 두번의 상향-변환된 무선 주파수(RF)

신호는 제 2 필터 회로에 제공되는데, 여기서 제 2 필터 회로는 즉, 오직 전송 안테나(55)에 제공된 전송 신호의 바람직한

주파수 범위를 통과하도록 적응된 아날로그 RF 필터 회로(50)이다.

클램핑 그리고/또는 저역-통과 동작 등에 기반할 수 있는 포락선 측정 회로(60)는 전송 안테나(55)의 입력 신호의 포락선

신호를 제공한다. 이 포락선 신호는 이후에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회로(65)에 제공되며, 여기서 포락선 신호는 디지털

포락선 검출 회로(70)에 제공될 디지털 신호 스트림으로 변환된다. 포락선 에러 검출 회로(70)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된 포락선 신호는 디지털 IF 회로(10)의 출력 신호의 디지털 포락선에 비교되어 에러 값 e[k]을 계산하거나 유도한다. 이

연결에서, 포락선 신호 모두가 동기화된 것으로 가정된다. 대응하는 동기화 회로가 도 1에 도시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

다.

상기 획득된 에러 값 e[k]에 기초하여, 예를 들어, 필터 계수들인 소정의 수의 제어 값들이 유도되며, 적응성 사전-등화기

(15)에 제공되어, 이에 따라 등화 특성을 제어하게 된다. 따라서, 비선형 송신기 필터(20.35.50)에 의해 야기된 왜곡이 포

락선 에러 검출 회로(70)에서 측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등화 기능을 적응적으로 제어하게 된다. 따라서, 적응성

결정-보조의(decision-aided) 사전-등화 구성이 디지털 도메인에 제공된다.

도 2A는 알려진 적응성 사후-등화 셋업을 나타내는 개략도를 도시하며, 여기서 입력 데이터 신호는 우선 채널(100)을, 이

후에 적응성 사후-등화기(110)를 통과한다. 따라서, 사후-등화기(110) 및 감산 회로(90)를 포함하는 적응성 사후-등화기

피드백 루프는 채널(100)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후-등화기(110)의 출력 신호 y[k]는 감산 회로(90)에서 입력 데이터 신

호 d[k]로부터 감산되며, 이에 따라 적응성 사후-등화기(110)를 제어하는데 사용될 에러 신호 또는 값 e[k]를 획득하게

된다. 입력 데이터 신호 또는 벡터 d[k]는 우선 전송 특성 또는 벡터에 의해 특성화될 수 있는 채널(100)을 통과한다. 채널

(100)의 출력 신호 x[k]는 사후-등화기(110)의 적응성 필터 특성 또는 벡터로 곱해진다. 결과적인 스칼라 값 y[k]이 입력

샘플 d[k]로부터 감산되며, 획득된 에러 값 e[k]이 다음 입력 샘플을 위한 적응성 사후-등화기(110)의 필터 계수들을 갱

신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사후-등화기(110)의 입력 데이터 x[k]가 자동으로 채널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채널 전송 특성 또는 벡터를 알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알려진 값, 즉 최적 계수 벡터(optimal coefficient

vector)가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사전-등화 과정에서, 등화기는 비-선형 아날로그

필터 또는 채널의 전단에 놓여지며, 이에 따라 자신의 피드백 루프에 아날로로그 필터 또는 채널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최적 계수 벡터의 계산은, 알려지지않은 두개의 변수 또는 벡터(아날로그 필터 전송 특성 또는 벡터, 그리고 적응성 사전-

등화기의 최적 계수 세트)에 기초한다.

도 2B는 도 1에서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 기초한 대응하는 적응성 사전-등화 셋업을 도시한다. 도 2B에 따르면, 적응

성 등화기(15)는 송신기 회로(200)를 위한 입력 신호 x[k]를 생성하며, 여기서 송신기 회로(200)의 출력 신호 y[k]는 감

산기 또는 비교 회로(130)에 제공되며, 또한 입력 데이터 신호 d[k]가 사전-등화기(15)를 제어하는데 기초되는 에러 값 e

[k]을 획득하도록 감산기 또는 비교 회로에 제공된다.

도 2B에서 도시된 사전-등화 방식은 하기의 식에 기초하여 설명될 수 있다:

x[k] = d T[k]·w[k] (1)

y[k] = x T[k]·h[k] (2)

상기 식 (1) 및 (2)에서, w[k]는 사전-등화기(15)의 계수 또는 무게 벡터를 표시하며, h[k]는 전송 회로(200)의 전송 벡터

를 표시한다.

상기 두 식 (1) 및 (2)에 기초하여, 에러 값 e[k]은 하기 식에 기초하여 획득될 수 있다.

e[k] = d[k] - y[k] = d[k] - x T[k]·h[k] (3)

식 (1)을 식 (3)에 삽입하면 다음 식이 된다:

e[k] = d[k] - (D T[k]·w[k])T·h[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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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두개의 알려진 벡터를 갖는 식(4)은 근사화 및 단일 적응 처리에 기초하여 해결될 수

있다. 상기 근사화는 에러 값 e[k]의 기울기 벡터를 위해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최소 평균 제곱(LMS) 기울기 벡터가 결정

될 수 있다. 기울기 근사화 결정의 시작점은 상기 식(4)이다. 하기 식은 기울기 근사화를 위해 사용된 시스템 비용 함수 J

{w[k]}를 설명한다:

J{w[k]}=E<e2[k]> =E<(d[k] - y[k])2> =E<(d[k] - w T[k]·D[k]·h[k])2> (5)

결과적으로, 에러 성능 함수의 기울기 벡터는 상기 시스템 비용 함수의 편미분에 기초하여 획득될 수 있다. 이는 하기의 식

을 가져온다:

∇{E<e2[k]>} = -2·E<e[k]·x ~[k]> (6)

여기서 x ~[k]는 기울기의 방향 벡터를 표시하며, 이는 송신기 회로(200)의 전송 벡터 h[k]로의 데이터 매트릭스 D[k]의

평가(assessment)에 대응한다. 이는 하기의 식에 기초하여 설명될 수 있다:

x ~[k]=D[k]·h[k]=hτ·d[k-τ]= d[k-τ] (7)

여기서 데이터 매트릭스 D[k]는 변환 매트릭스를 나타내며, 송신기 회로(200)의 비-이상 전송 벡터 h[k]를 회전하며, hτ

는 예를 들어 1인(전송 벡터의 다른 모든 계수는 "0"으로 정해지는 반면에) 근사화된 아날로그 필터 전송 값을 제공한다.

도 3은 도 2B의 적응성 사전-등화 셋업 구성에 기초하여 도 1의 포락선 에러 검출 회로(70)의 구현 예를 도시한다. 도 3에

서, 포락선 측정 회로(60)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65)는 간략화를 위해 생략되었다. 따라서, 송신기 회로(200)의 출력

값 y[k]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65)의 디지털화된 출력값에 대응한다.

도 3에서, 출력 신호 y[k]는 에러값 e[k]을 생성하는 감산 회로(71)에 제공된다. 에러 값 e[k]은 사전-등화기(15)를 제어

하기 위해 갱신되거나 새로운 계수 벡터 w[k+1}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적응 회로(72)에 제공된다. 더욱이, 근사화 회로

(73)는 송신기 회로(200)의 전송 특성 또는 전송 벡터 h[k]를 근사화하는데 제공된다. 따라서, 근사화 회로(73)의 출력 신

호는 상기 신호 벡터 x ~[k]에 대응한다. 전송 벡터 h[k]가 근사화 회로(73)에서 근사화된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오직 하

나의 알려진 변수만이 적응 회로(72)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기에서, 사전-등화 계수 벡터 w[k+1]의 유도가 설명된다.

신호 벡터 x ~[k]는 근사화 회로(73)에서 송신기 회로(200)의 아날로그 필터 특성의 복제를 구현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

다. 하지만, 또한 이는 아날로그 필터 특성의 식별 과정을 요구한다. 유익하게 간략화된 해법에서, 근사화 회로(73)는 송신

기 회로(200)의 필터 특성을 단순 지연 블록 또는 함수로서 구현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이후에, 요구된 지연값은 아날로그

필터 지연(τ)에, 즉, 송신기 회로(200)의 아날로그 필터 특성의 최대 필터 피크의 위치에 대응한다. 최대 피크는 이후에 전

송 벡터 h[k]에서 값"1"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벡터 성분은 "0"으로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송신기 회로(200)의 아날로그 필터 특성은 추정된 계수 hτ[k]="1" , 그리고 모든 다른 계수는 "0"으로 설정된 단

순 FIR(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에 의해 근사화 될 수 있다.

이 근사화는 상기 식(6)의 단순화를 가져오며, 다음과 같다:

∇{E＃<e2[k]>} = -2·e[k]· d[k-τ] (8)

이 단순화된 식(8)에 기초하여, 사전-등화기(15)의 계수는 하기 식에 기초하여 갱신될 수 있다:

w[k+1]=w[k]+μ·e[k]·d[k-τ] (9)

상기 근사화를 사용하여, 적응 회로(72)에서, 적응성 사전-등화기(15)의 계수의 직접적인 계산이나 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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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적응성 사전-등화기 구성 단계들의 더욱 전반적인 흐름도를 도시한다. 단계 S101에

서, 등화된 회로, 즉, 전송 회로(200)의 출력 신호 y[k]와 사전-등화기(15) 등화 함수의 입력 신호 d[k] 간의 차이가 결정

된다. 이 차이는 에러값 e[k]에 대응되며,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신호 포락선 비교에 기초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의

다른 신호 파라메터가 상기 차이를 획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후에, 단계 S102에서, 등화된 회로의 전송 특성이 근사

화된다. 여기서, 식(4)의 두개의 알려지지않은 변수들 중 하나를 유도하는데 임의의 근사화가 적용될 수 있다. 이후에, 등

화 함수의 입력 신호는 근사화된 전송 특성(단계 S103)으로 평가된다. 결정된 차이와 평가된 입력 신호에 기초하여, 차이

의 기울기는 예를 들어, 식(8)에 기초하여 근사화된다(단계 S104). 차이의 기울기를 유도한 이후에, 사전-등화 함수의 제

어 값들 또는 계수들은 상기 근사화된 기울기에 기초하여 단계 S105에서 갱신된다.

본 발명은 예를 들어, 송신기 회로의 아날로그 필터 특성 또는 임의의 다른 신호 처리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적응성 사전-

등화 방식을 위한 제안을 제공한다. 상기 등화는 예를 들어, LMS 근사화인 근사화에 기초하며, 아날로그 필터 특성에 관한

시스템 식별 과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순 지연 블록 또는 단순화된 전송 특성에 의해 이 특성을 근사화한다. 이에 따라,

상당히 유연성있는 방식이 제공되는데, 이는 송신기 회로(200)의 특성 변화가 고려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결함

은 인식되고, 모델이 만들어지며, 그리고 모델은 송신기 체인(chain)에 적용되기 이전에 사전-왜곡 신호에서 사용된다. 이

에 따라, 송신기 결함에 기인한 전송된 신호 파형의 변화는 보상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미래의 표준에서 에러 값 또는 벡터

크기의 관점에서 엄격한 사양을 받아들이거나 촉진하지 않는다. 더욱이, 다중경로 지연 확산 공차(multipath delay

spread tolerance)는, 그룹 지연 등화를 가져오는 내부-심벌 간섭(ISI)을 감소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제안된 적응성의

낮은-복잡성인 해법은 사양에 대해 큰 공차를 허용하는 대량 생산에 매우 적합하다. 이는 개선된 생산량을 가져온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상술된 바람직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으며, 신호 왜곡을 감소하기 위한 임의의 신호 처리 회로에 사용될 수 있

음을 주목해야 한다. 상기 비교는 신호 처리 회로의 왜곡에 의해 야기된 차이를 획득하는데 적합한 임의의 신호 파라메터

를 위해 수행될 수 있다. 신호 처리 회로의 전송 특성은 임의의 적합한 근사에 의해 근사화될 수 있다. 유사하게는, 사전-등

화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값들은, 차이값 또는 에러값의 기울기를 획득하기 위한 임의의 적합한 근사화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사전-등화는 헤테로다인 아키텍처 또는 직접 변환 아키텍처에서 사용을 위해 적응될 수 있다. 이는, 직접 변환 아

키텍처에 대한 진폭 결함(예를 들어, 동위상(in-phase: I) 및 4-위상(quadrature phase: Q) 진폭 결함)을 보상하는데 사용

됨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바람직한 실시예는 첨부된 청구항의 범주내에서 변형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등화 함수를 포함하는 송신기 아키텍처를 도시한다.

도 2A는 알려진 적응성 사후(post)-등화 셋업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도 2B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적응성 사전-등화 셋업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사전-등화 구성을 도시한다.

도 4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사전-등화 구성에 기초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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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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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668125

- 10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도면3
	도면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발명의 목적 4
 도면의 간단한 설명 8
  실시예 8
도면 8
 도면1 9
 도면2A 9
 도면2B 10
 도면3 10
 도면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