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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의 제어용 부하 조정을 갖는전력 증폭 회로

요약

    
본 발명은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의 제어용 부하 조정을 갖는 전력 증폭 회로(300)에 관한 것이다. 전력 증폭기
(172)는 증폭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입력 신호를 증폭한다.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2)는 부하 제어 신호에 응답
하여 전력 증폭기(172)의 출력측에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한다. 피크-대-평균 검출기(180)는 증폭된 신호의 피크-
대-평균 비율의 표시를 제공한다. 피크-대-평균 검출기(180) 및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에 결합된 제어기(1
84)는 피크-대-평균 비율에 응답하는 부하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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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색인어
전력 증폭기, 부하 제어 신호,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수신기 및 송신기를 구비한 무선 전화기의 블럭도.

도 2는 피크-대-평균 비율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테스트 설정의 블럭도.

도 3은 도 2의 테스트 설정에 대하여 공급 전압, 이득 및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피크-대-평균 전력 비율을 모두 
입력 전력에 대하여 나타낸 그래프.

도 4는 도 2의 테스트 설정에 대하여 인접 채널 전력, 선택 채널 전력, 및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피크-대-평균 
전력 비율을 모두 입력 전력에 대하여 나타낸 그래프.

도 5는 도 1의 송신기용 전력 증폭기 회로의 블럭도.

도 6은 도 5의 전력 증폭기 회로용 피크-대-평균 검출기의 블럭도.

도 7은 RF 신호의 증폭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도 5의 전력 증폭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에 대한 임피던스를 나타낸 그래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원격 송수신기

12 : 휴대용 무선 전화기

14 : 안테나

16 : 송신기

18 : 수신기

20 : 제어 블럭

22 : 합성기

24 : 듀플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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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사용자 인터페이스

40 : 신호 발생기

42 : 쌍방향 커플러

44 : DUT

46 : 커플러

50, 54, 68 : 전력계

60 :스펙트럼 분석기

100 : 통신 시스템

171 : 디지털 피크 검출기

172 : 전력 증폭기

174, 400, 402 :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

178 : 엔빌로프 검출기

180 :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

181 : 지연 블럭

182 : 피크 및 차분 검출기

184 : 제어기

186 : 피크 검출기

188 : 평균 회로

190 : 차분 회로

192 : A-D 변환기

200 : 테스트 설정

266 : 제1 연산 증폭기

272 : 제2 연산 증폭기

300 : 전력 증폭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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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 관련 출원 상호 참조

    
본 출원은 현재 함께 계류중인 미국 특허출원, 제 _____ 호(서류번호: CS10069, 출원인: Alberth 등) "LOAD ENVE
LOPE FOLLOWING AMPLIFIER SYSTEM", 제 _____ 호(서류번호: CS10158, 출원인: David Schlueter) "POWE
R AMPLIFYING CIRCUIT WITH SUPPLY ADJUST TO CONTROL ADJACENT AND ALTERNATE CHANNEL 
POWER", 제 _____ 호(서류번호: CS10022, 출원인: Klomsdorf 등) "MEMORY-BASED AMPLIFIER LOAD ADJ
UST SYSTEM", 및 제 _____ 호(서류번호: CS90026, 출원인: Alberth 등) "LOAD ENVELOPE ELIMINATION A
ND RESTORATION AMPLIFIER SYSTEM"과 관련이 있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전력 증폭기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효율 및 인접 채널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력 증
폭기 회로에 관한 것이다.

전력 증폭기는 휴대용 무선 전화기 설계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셀룰러 전화기에서, 전력 증폭기는 사용가능한 대화 시
간에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은 전력 증폭기가 셀룰러 전화기 내의 다른 회로에 비하여 상당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
이다. 전력 증폭기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중 하나는 전력 증폭기 효율이다.

    
소정 범위의 입력 신호 레벨에 걸쳐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호 레벨 요구에 부합하도록 DC 공급 전압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전력 증폭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 예로는 1982년 6월 11일 Thomas R. Apel 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442,407호 "TWO LOOP AUTOMATIC LEVEL CONTROL FOR POWER AMPLIFIER" 에 개시된 것
이 있다. 미국 특허 '407 호에서 전력 증폭기는 전력 증폭기 부하 전류 및 공급 전압의 크기 가중합(weighted sum)에 
대응하는 신호와 변조된 신호의 진폭 비교에 응답하여 RF 증폭기의 DC 공급 전압을 변조함으로써 향상된 효율로 조작
된다.
    

    
그러나, 미국 특허 '407 호에 개시된 시스템은 셀룰러 전화 시스템에 의해 전송된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에 사용
되는 전력 증폭기의 다른 중요한 성능 파라미터를 언급하지 않는다. 셀룰러 전화 시스템에서, 방사된 인접 채널 전력은 
다른 셀룰러 채널에 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 시스템 성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인접 채널 및 선택 채
널 전력 파라미터는 임시 표준(Interim Standard: IS)-136 시 분할 다중 액세스(TDMA) 및 IS-95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와 같은 선형 변조 형태를 채택하는 셀룰러 시스템에서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이다. 인접 채널 및 선택 채
널 전력 성능과 무관하게 전력 증폭기를 효율적으로 최적화시키는 것에 의하면, 이 전력 증폭기는 특정 셀룰러 시스템
에 대한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사양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전력 증폭기의 선형성과 효율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방법이 1990년 12월 1일 Yukio Ikeda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101,172호 "LINEAR AMPLIFIER"에 개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 '172 호에서 드레인 전압은 출력 신호의 진폭 레벨
을 추종하기 위해서 DC/DC 변환기에 의해 제어된다. 이것은 전력 증폭기 효율을 증가시키지만 진폭 변조(AM)와 위상 
변조(PM) 왜곡을 유도한다. 따라서, 전력 증폭기에 의해서 유도된 왜곡에 대항하기 위한 사전-왜곡(pre-distortion)
을 도입하기 위해서 위상 및 진폭 비교기와 함께 입력 및 출력 엔빌로프 검출기(envelope detector)가 채택된다. 이 
시스템은 전력 증폭기 왜곡의 정확한 추적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어렵다. 또한, 휴대용 셀룰러 전화기에 사용될 때 
복수의 커플러(coupler) 및 위상/진폭 비교 회로는 크기 및 비용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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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증폭기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기술로는 1980년 3월 24일 Shingo Kamiya 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3
48,644호 "POWER AMPLIFYING CIRCUIT WITH CHANGING MEANS FOR SUPPY VOLTAGE" 에 개시된 것이 
있다. 미국 특허 '644 호에는 전력 증폭 회로가 전력 증폭기의 출력 신호의 결정적 요소(예컨대, 피크-대-평균 비율)
를 검출한다. 이 결정적 요소가 크면, 전력 증폭기 공급 전압이 상승된다. 역으로, 이 결정적 요소가 작으면, 공급 전압
이 하강된다. 따라서, 높은 피크-대-평균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력 증폭기 공급 전압이 요구될 때, 공급 
전압이 상승된다. 역으로, 피크-대-평균 비율이 작을 때, 공급 전압이 하강된다. 따라서, 높은 피크치는 공급 전압을 
상승시키는 것에 의해 확실히 재생되고, 전력 손실은 필요에 따라서 전력 증폭기 공급 전압을 상승 및 하강시키는 것에 
의해 감소된다.
    

미국 특허 '644 호 기술은 음악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에 유용하다. 이러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수
용할 만한 음질 충실도(fidelty)를 제공하기 위해 음악 신호의 확실한 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특허 '644 호 기
술은 비용이 저렴하고 매우 효율적인 휴대용 무선 전화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에서의 효율을 위해서는 음질 충
실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전력 증폭기에 의해 전송된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의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제어가 필요하다. 또한, 전
력 증폭기가 선형 변조 형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필요가 있다. 휴대용 무선 전화기에 사용되는 전력 증폭기에 
대해 선형성과 효율 중 하나를 포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휴대용 무선 전화기에 존재하는 부분-대-부분 변동을 
보상함으로써, 전력 증폭기 인접 채널 전력, 선택 채널 전력 및 효율적인 성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 증폭기 
선형성과 효율을 제어하는 동안 전력 증폭기의 평균 전송 전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무선 전화 통신 시스템(100)을 블럭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무선 전화 통신 시스템(100)은 원격 송수신기(
10) 및 휴대용 무선 전화기(12)와 같은 하나 이상의 무선 전화기를 포함한다. 원격 송수신기(10)는 지정된 지리적 영
역 내에서 휴대용 무선 전화기(12)로 RF 신호를 송신하거나 휴대용 무선 전화기(12)로부터 RF 신호를 수신한다.

    
휴대용 무선 전화기(12)는 안테나(14), 송신기(16), 수신기(18), 제어 블럭(20), 합성기(22), 듀플렉서(24) 및 사
용자 인터페이스(26)를 포함한다.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휴대용 무선 전화기(12)는 안테나(14)를 통해서 데이터를 
담고있는 RF 신호를 검출하고, 검출된 RF 신호를 생성한다. 수신기(18)는 검출된 RF 신호를 기저대역 전기 신호(ele
ctrical baseband signal)로 변환하고, 기저대역 전기 신호를 복조하고, 자동 주파수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제어 블럭(20)에 출력한다. 제어 블럭(20)은 데이터를 인식가능한 음성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26)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정보로 포맷한다.
    

통상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26)는 마이크, 스피커, 디스플레이, 및 키패드를 포함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26)는 
사용자 입력 정보를 수신하고 원격 송수신기(10)에 의해서 전송된 수신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수신기(18)
는 저잡음 증폭기, 필터, 다운 변환 믹서(down conversion mixer)와 쿼드러쳐 믹서(quadrature mixer), 및 자동 이
득 제어 회로 등과 같이 공지된 회로를 포함한다.

    
정보를 포함하는 RF 신호를 휴대용 무선 전화기(12)로부터 원격 송수신기(10)로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
스(26)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제어 블럭(20)으로 향하게 한다. 제어 블럭(20)은 통상적으로 DSP 코어, 마이크로 
컨트롤러 코어, 메모리, 클럭 발생 회로, 소프트웨어, 및 출력 전력 제어 회로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한다. 제어 블럭(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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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자 인터페이스(26)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포맷하고, RF 변조된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것을 송신기(16)로 
전달한다. 송신기(16)는 RF 변조된 신호를 원격 송수신기(10)로 전송하기 위해 안테나(14)로 전달한다. 따라서, 송신
기(16)는 변조된 정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듀플렉서는 송신기(16)에 의해서 전송된 신호 및 수신기(18)에 
의해서 수신된 신호 간 격리(isolation)를 제공한다.
    

휴대용 무선 전화기(12)는 소정 대역의 주파수에 걸쳐 동작 가능하다. 합성기(22)는 수신기(18) 및 송신기(16)에 적
절한 주파수로 튜닝되어 정보 신호의 수신 및 전송을 허용하는 신호를 제공한다. 채널 주파수와 같이, 수신기(18) 및 
송신기(16)의 기능에 대한 제어는 제어 블럭(20)에 의해서 제공된다. 따라서, 제어 블럭(20)은 주파수 합성을 위한 
프로그램 명령을 합성기(22)에 제공한다.

송신기(16)에 의해 생성된 신호의 전송된 피크-대-평균 비율이 인접 채널 전력 및 선택 채널 전력을 예상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표준형 전력 증폭기에 의한 실험이 초기에 수행되었다. 인접 채널 전력은 송신
기가 현재 작동중인 채널에 바로 인접한 채널에 전송된 지정 대역폭에서의 전력량으로서 정의된다. 선택 채널 전력은 
작동중인 송신기(16) 채널 너머의 2개 채널에 전송된 지정 대역폭에서의 전력량으로서 정의된다.

예를 들어, IS-95 CDMA 셀룰러 전화 시스템에서, 송신기는 836 MHz에서 작동될 수 있다. 인접 채널은 836 MHz에
서 +/- 885 KHz이고, 선택 채널은 836 MHz에서 +/- 1.98 MHz일 것이다.

도 2는 피크-대-평균 비율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테스트 설정(200)의 블럭도이다. 테스트 설정(200)은 테
스트 DUT(44) 하에서 쌍방향 커플러(42)를 통해 전력 증폭기 디바이스의 입력에 결합된 신호 발생기(40)를 포함한
다. DUT(44)의 출력(56)은 커플러(46)에 접속된다.

신호 발생기(40)는 RF 입력 신호를 생성한다. 입력 신호의 일부는 포트(48)에 결합되고 전력계(50)에 의해서 측정된
다. 쌍방향 커플러의 출력(53)에서 생성된 RF 입력 신호의 잔여분은 DUT(44)로 인가된다. DUT의 입력(43)에 반영
된 RF 입력 신호 부분은 전력계(54)를 경유하여 측정되는 포트(52)에 결합된다. 전력계(50) 및 전력계(54)에 의한 
측정은 DUT(44)의 입력 복귀 손실의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RF 입력 신호는 DUT 출력(56)에 증폭된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DUT(44)에 의해서 증폭되고, 증폭된 신호는 커플러
(46)에 인가된다. 증폭된 신호의 일부는 포트(58)를 경유하여 스펙트럼 분석기(60)에 결합된다. 스펙트럼 분석기(6
0)에 의해, 증폭된 신호의 인접 채널 전력 및 선택 채널 전력이 동작 채널에서의 전력에 대해서 측정될 수 있다. 증폭된 
신호의 나머지는 결합기 출력(66)에 제공되고, 전력계(68)를 통해서 피크 및 평균 전력이 측정된다.

    
전원(70)은 DUT(44)의 공급 포트(72)에 제어가능한 공급 전압을 제공한다. 테스트를 위해서, 동작 주파수가 836 M
Hz로 설정되고, 신호 발생기(40)는 RF 입력 신호의 전력을 -9 dBm 에서 +7 dBm 까지 1 dB 씩 증가하며 변화시킨
다. 입력 전력이 1 dB 씩 증가하는 것에 의해서, DUT 출력(56)에서 생성된 증폭된 신호의 평균 전력은 DUT(44)에 
인가된 공급 전압(예컨대, 여기서는 DUT(44)의 FET 디바이스의 드레인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된다. 
환언하면, DUT(44)의 공급 전압은 DUT(44)의 이득을 조절하도록 조절되므로, 서로 다른 입력 전력 레벨에 대하여 
일정한 평균 출력 전력을 얻는다.
    

    
신호 발생기(40)는 사용된 변조 형태에 의존하는 평균 전력 및 피크 전력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 합성 입력 신호를 생
성하기 위해 변조를 갖는 입력 신호를 생성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변조 형태는 공지된 바와 같이 기저대역 필터링에 
의한 IS-95 CDMA 셀룰러 전화 시스템에 의한 오프셋 쿼드러쳐 위상 천이 키(offset quadrature phase shift keyi
ng; OQPSK)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조 형태는 최대 5.2 dB의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을 제공한다. 명세서 전
반에 걸쳐, 피크-대-평균 비율은 피크-대-평균 전력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
더라도 전압 레벨의 피크-대-평균 비율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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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입력 전력 레벨에서,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 방출이 스펙트럼 분석기(60)를 통해서 측정된다. DUT(44)로의 
공급 전압은 공지된 바와 같이 스위칭 조정기(도시되지 않음)에서 펄스 폭 변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절된다. 대안적으
로는, 공급 전압이 선형 조정기를 사용하여 조절될 수도 있다.

도 3은 공급 전압, DUT 이득, 및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을 모두 입력 전력에 대해 나타
낸 그래프이다. 좌측 수직축(90)은 이득 곡선(92)에 대응하는 DUT(44)의 dB 단위 이득이다. 우측 수직축(94)은 공
급 전압 곡선(96)에 대응하는 DUT(44)의 볼트 단위 공급 전압이다. 우측 수직축(94)은 또한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dB 단위 최대 피크-대-평균 비율이고 피크-평균 곡선(98)에 대응한다. 수평축(102)은 dBm 단위 입력 전력이다.

도 3은 일정한 출력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력 전력의 영역에 걸쳐 DUT(44)의 공급 전압을 변동시키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력 전력의 선형 증가에 대해서는, DUT로의 공급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한 DUT(44) 이
득의 선형 감소가 있다.

    
피크-평균 곡선(98)은 특정 시간 간격 동안의 최대 피크-대-평균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각 입력 전력 및 공
급 전압 설정에서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을 검출하기 위해 피크 유지 측정 기술이 테스트 설비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신호 발생기(40)(도 2)는 IS-95 CDMA 셀룰러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OQPSK 변조를 갖는 
입력 신호를 생성한다. 따라서, 입력 신호의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은 5.2 dB이다. DUT(44)가 선형적이고 심
각한 왜곡을 유도하지 않을 경우, 측정된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은 5.2 dB 에 가까울 것이다.
    

낮은 입력 전력(예컨대, -9 dBm) 및 3.2 V의 공급 전압에 대해서, 피크-평균 곡선(98)은 DUT(44)가 선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9 dBm 입력에서 기록된 최대 순간 피크-대-입력 전압 비율이 대략 5.2 dB 이고, 낮은 입력 
전력 레벨에서 DUT(44)는 왜곡(예컨대, 피크 신호 클리핑)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증명된다.

    
더욱이, 피크-평균 곡선(98)은 DUT(44)로의 입력 전력이 증가하고 DUT(44)의 공급 전압이 일정한 출력 전력을 유
지하도록 조절됨에 따라서,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이 단조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피크-대-평균 비율이 단조 감소한다는 것은 제어 루프 안정성을 유지하는 유한 시간 주기 동안 소망하는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서 차분 동작이 제어 루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가지 출력 전력, 동일한 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전력 증폭기 설계, 또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
T)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기술과 같은 서로 다른 전력 증폭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 4는 인접 채널 전력, 선택 채널 전력, 및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을 모두 입력 전력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다시 한번 출력 전력은 공급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20 dBm 로 일정하게 유지된
다.

좌측 수직축(112)은 DUT(44)의 dBc 단위 선택 채널 전력 및 인접 채널 전력이다. 수평축(114)은 dBm 단위 입력 전
력이다. AdjCP_low 곡선(116)은 동작 채널의 하측에서의 출력 인접 채널 전력이다. 예를 들어, 동작 입력 신호 채널
이 836 MHz로 설정된다. 그리고, 하측에서의 인접 채널 전력은 836 MHz 에서 885 kHz 아래 30 kHz 대역폭에서의 
전력이다. 이와 유사하게, AdjCP_high 곡선(118)은 836 MHz 에서 885 kHz 위인 출력 인접 채널 전력이다.

AltCP_low 곡선(120)은 836 MHz 에서 1.98 MHz 아래 출력 선택 채널 전력이다. 이와 유사하게, AltCP-high 곡선
(122)은 836 MHz 에서 1.98 MHz 위인 출력 선택 채널 전력이다. 도 4에는 또한 인접 채널 전력 사양 제한(-42 dB
c)에 대응하는 Adj_spec 제한 곡선(124)과 선택 채널 전력 사양 제한(-54 dBc)에 대응하는 Alt_spec 제한 곡선(1
26)이 도시되고, 두가지 모두는 IS-95 CDMA 사양에 따른다. 다른 셀룰러 표준에 대해서는 사양 제한이 변화한다.

우측 수직축(128)은 피크-평균 곡선(130)에 대응하고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dB 단위로 표현된 최대 순간 피크-대
-평균 비율이다. 피크-평균 곡선(130)은 양 곡선이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도 3의 피크-평균 곡선
(98)과 동일한 곡선이다.

 - 7 -



등록특허 10-0372856

 
    
입력 구동이 증가되고 출력 전력이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서, 인접 채널 전력 및 선택 채널 전력이 증가한다. 대략 -
55 dBc 미만의 인접 채널 전력 및 선택 채널 전력에 대해서는 테스트 설비 제한(예컨대, 도 2의 스펙트럼 분석기(60)
의 동적 범위 및 신호 발생기(40)의 스펙트럼 정밀도)에 의해서 측정이 제한된다는 것에 주목하자. 그러나, 인접 채널 
전력 및 선택 채널 전력이 그들의 사양 제한을 교차하는 곳에 가까운 데이터 지점에 대해서는,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 곡선이 단조적인(monotonic) 것이다.
    

    
인접 채널 전력에 대하여 사양이 허용하는 영역(136) 및 선택 채널 전력에 대하여 사양이 허용하는 영역(138) 근처에
서,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은 인접 채널 전력 및 선택 채널 전력 모두에 반비례한다. 이
러한 특정 DUT(44)에서는 입력 전력이 증가됨에 따라서, 선택 채널 전력에 대한 사양 제한에 이르기 전에 인접 채널 
전력에 대한 사양 제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DUT(44)로서 사용된 특정 전력 증폭기에 대해서는, 소망하는 인접 채
널 전력을 얻기 위해 공급 전압을 조절하도록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이 감시될 수 있고, 
이것은 선택 채널 전력에 대한 사양 허용도 보장할 것이다.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이 예상가능하게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접 채널 전력도 제어
될 수 있다.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을 전력 증폭기의 출력에서 제어함으로써,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이 직접 제어된다. 이것은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을 제어하는 효율적이고 예상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IS-95 CDMA 셀룰러 시스템에 대하여, 인접 채널 전력에 대한 사양 제한은 -42 dBc이다. 인접 채널 전력
이 사양 제한을 교차하는 교차 지점(150)(도 4)은 점선(152)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대략 2.6 dB인 유한 시간 주기 동
안의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에 대응한다. 따라서, DUT(44)를 포함하는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는 송신기에 대
해서,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순간 피크-대-평균 비율은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출력 전력 모두를 사양에 만족
시키는 대략 2.6 dB 로 유지된다. 약간의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력 증폭기 회로는 유한 시간 주기 동안의 최대 순
간 피크-대-평균 비율을 2.8 dB 또는 3 dB로 유지할 수 있다.
    

    
도 5는 송신기(16)(도 1)에 사용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의 블럭도이다. 전력 증폭 회로(300)는 가변 임피던스 네
트워크(174)에 결합되는 전력 증폭기(172)를 포함한다. 엔빌로프 검출기(178)는 전력 증폭기 출력(173)에 결합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엔빌로프 검출기(178)는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의 출력에 결합된다. 엔빌로프 검출기(178)
는 피크-대-평균 검출기(180)에 결합되고, 피크-대-평균 검출기(180)는 제어기(184)에 결합된다. 제어기는 대안
적으로 제어 블럭(20)(도 1) 내에 있을 수 있다. 제어기는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에 결합된다.
    

피크-대-평균 검출기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ADC(192)에 결합된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2) 및 디지털 
회로(194)를 포함한다.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2)는 피크 검출기(186), 평균 회로(188), 및 차분 회로(190)
를 포함한다.

변조를 갖는 RF 입력 신호는 입력(170)을 통해 전력 증폭기(172)에 인가된다. 전력 증폭기(172)는 출력(174)에 증
폭된 신호를 생성한다. 증폭된 신호의 일부는 엔빌로프 검출기(178)에 결합된다.

엔빌로프 검출기는 증폭된 신호로부터 RF 캐리어 신호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그 결과인 신호는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2)에 인가된다.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2)는 증폭된 신호의 피크 레벨 및 증폭된 신호의 평균 전력을 
검출하고, 소정 주기의 시간 동안 상기 피크 레벨 및 평균 전력의 표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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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검출기(186)는 피크 레벨을 판정하고, 평균 회로(188)는 평균 전력을 판정한다. 차분 회로(190)는 차분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피크 레벨과 평균 전력 사이의 차분을 판정한다. 이러한 샘플링은 소정 주기의 시간 동안의 평균값이
기 때문에 낮은 속도로 일어난다. 예를 들면, IS-136 TDMA 셀룰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샘플링이 약 150 KHz(예컨대, 
돌발시마다 평균 1회) 정도로 발생하고, CDMA 셀룰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샐플링이 대략 20 KHz(예컨대, 50 ㎲마다 
평균 1회) 정도로 발생한다.
    

    
차분 신호는 디지털 워드(digital word)로서 참조되기도 하는 디지털 샘플로의 변환을 위해서 ADC(192)에 인가된다. 
디지털 워드는 디지털 회로(194) 내의 차분 상관 테이블(196)과 비교된다. 그러므로, 피크-대-평균 차분에 따라서, 
결과적인 피크-대-평균 비율이 디지털 회로(194)에 의해 제공된다. 디지털 회로는 공지된 통상의 논리 회로 및 상태 
설비를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상관 테이블과의 비교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
    

    
결과적인 피크-대-평균 비율은 제어기(184)에 인가된다. 제어기(184)는, 증폭된 신호의 피크 레벨과 평균 전력 사이
의 차분 표시에 응답하여,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에 인가되는 부하 제어 신호를 제공한다. 가변 임피던스 네트
워크(174)는 증폭된 신호의 피크 레벨과 평균 전력 사이의 차분 표시에 응답하여(예컨대, 부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전력 증폭기 출력(173)에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한다. 전력 증폭기 출력(173)에 제공된 임피던스는 출력(176)에 
나타나는 증폭된 신호의 피크-대-평균 비율이 소정 레벨과 실질적으로 등가일 때까지 조절된다. 환언하면, 임피던스
는 실제 피크-대-평균 비율이 소망하는 피크-대-평균 비율과 실질적으로 등가일 때까지 조절된다. 증폭된 신호의 피
크-대-평균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전력 증폭 회로(300)는 또한 인접 채널 전력 및 선택 채널 전력의 복사 방출도 제
어한다.
    

전력 증폭 회로(300)는 평균 출력 전력을 제어하는 회로를 포함하여도 좋다. 송신기(16)(도 1)의 평균 출력 전력은 
소망하는 가변 평균 출력 전력에 따라서 변동하고, 제어기는 평균 출력 전력의 총 동적 범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가 전력 증폭기 출력(173)에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하게 한다.

    
여기서는 가변 이득 증폭기(206)인 가변 이득 회로는 입력(170)을 전력 증폭기(172)의 입력에 결합시킨다. 평균 회
로(188)는 라인(191)상에 평균 출력 전력의 표시를 생성한다. ADC(192)는 평균 출력 전력의 표시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디지털 회로(194)는 이 디지털 신호를 제어기(184)에 인가한다. 제어기(184)는 가변 이득 증폭기 VGA(2
06)의 이득을 제어하기 위해서 VGA(206)에 인가되는 이득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이에 의해서 소망하는 평균 출력 
전력을 유지한다.
    

도 6은 피크-대-평균 검출기(180)(도 5)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피크 및 차분 검출기(182)의 일 실시예이다. 피크 및 
차분 검출기(182)는 평균 회로(188), 제1 연산 증폭기(266), 차분 회로(190), 피크 검출기(186), 및 제2 연산 증폭
기(272)를 포함한다.

평균 회로(188)는 단락 커패시터(shunt capacitance)(278) 및 단락 저항(shunt resistance)(280)에 결합되는 직
렬 저항(276)을 포함한다. 피크 검출기(186)는 단락 커패시터(294) 및 단락 저항(296)에 결합되는 다이오드 검출기
(292)를 포함한다.

차분 회로(190)는 직렬 저항(282)을 통해 연산 증폭기(284)의 반전 입력에 결합되는 제1 입력(304)을 갖는다. 제2 
입력(306)은 직렬 저항(286) 및 단락 저항(288)을 통해서 연산 증폭기(284)의 비반전 입력에 결합된다. 연산 증폭
기(284)의 출력은 피크 및 차분 검출기 출력(2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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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빌로프 검출기(178)(도 5)에 의해서 생성된 엔빌로프 신호는 피크 및 차분 검출기 입력(260)에 인가된다. 이 엔빌
로프 신호는 평균 회로(188) 및 피크 검출기(186)에 인가된다. 엔빌로프 신호의 피크치는 피크 검출기(186)에 의해
서 생성되는 한편, 엔빌로프 신호의 평균치는 평균 회로(188)에 의해서 생성된다.

제1 연산 증폭기(266) 및 제2 연산 증폭기(272)는 평균 회로(188)와 차분 회로(190)간 및 피크 검출기(186)와 차
분 회로(190)간 격리를 제공하는 전압 팔로워(voltage follower)이다. 버퍼된 평균치는 제1 입력(304)에 인가되고, 
신호의 버퍼된 검출 피크는 제2 입력(206)에 인가된다. 피크와 평균 신호 사이의 차분은 출력(262)에 제공된다.

    
도 5의 전력 증폭 회로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는, 피크 및 차분 검출기(182)가 차분 회로(190)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피크 검출기(186) 및 평균 회로(188)는 직접 ADC(192)를 통해 샘플링된다. 그리고 나서, 디지털 회로(194) 
또는 제어기(184)가 피크-대-평균 비율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안적인 실시예는 상관 테이블(196)을 필요
로 하지 않고 간단한 회로 구성이 된다. 하나의 피크 검출기(186) 및 하나의 평균 회로(188)를 사용하여 20 dB 정도
의 충분한 동적 범위를 얻기 위해서는, ADC(192)가 12 비트 정도의 높은 분해능을 가져야 한다.
    

    
도 5의 전력 증폭 회로의 또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는, 피크-대-평균 검출기(180)가 피크 및 차분 검출기(182)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엔빌로프 검출기(178)에 의해서 제공된 엔빌로프 신호는 라인(179)을 통해 ADC(192)
에 직접 인가된다. 피크-대-평균 비율은 소프트웨어로 계산된다. IS-136 TDMA 셀룰러 전화 시스템에서, ADC(19
2)는 엔빌로프 신호를 대략 50 KHz로 샘플링하여야 한다. IS-95 CDMA 셀룰러 시스템에서, ADC(192)는 엔빌로프 
신호를 대략 2.5 MHz로 샘플링하여야 한다.
    

    
ADC(192)가 엔빌로프 검출기(178)에 의해 생성된 검출 기저대역 신호를 직접 샘플링할 때, 전력 증폭 회로는 더 높
은 샘플링 속도에 대한 요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적 기저대역 디지털 피크 검출기(175)를 포함할 수 있다. 송신기
(16)(도 1)는 정보 신호를 수신하고 디지털 I-Q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도시되진 않았지만 공지된 바와 같은 인코
더를 통해서) 디지털 기저대역 회로를 포함한다. 송신기(16)(도 1)는 공지된 바와 같이 디지털 스트림을 무선 주파수
(RF) 입력 신호로 변환하는 통상적인 송신기 회로(도시하지 않음)를 더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송신기 회로는 주파수 
변환 믹서, 쿼드러쳐 변조기, 및 필터를 포함한다.
    

    
디지털 피크 검출기(175)는 언제 RF 입력 신호의 피크가 발생하는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저대역 회로(도시되
지 않음)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스트림을 포트(171)를 통해 감시한다. 디지털 피크 검출기(175)는 지연 블럭(181)에 
인가되는 피크 표시 신호를 생성한다. 지연 블럭은 디지털 스트림이 송신기(16)(도 1)를 통해 이동할 때 경험하게 되
고 출력(176)(도 5)에서 생성되는 지연을 설명하는 디지털 지연 회로이다. 지연된 신호는 적절한 시간에 피크를 샘플
링하도록 ADC(192)를 트리거하기 위해서 ADC(192)의 샘플 및 홀드 회로에 인가된다. ADC(192)는 그리고 나서 디
지털 피크치를 생성한다.
    

    
디지털 피크 검출기(175)는 주문형 반도체 ASIC 으로 구현될 수 있는 디지털 논리이다. 디지털 피크 검출기(175)는 
엔빌로프 검출기(178)에 의해서 생성된 엔빌로프에 피크 진폭을 발생하는 공지된 비트 패턴에 대한 IQ 비트 스트림을 
감시한다. 디지털 피크 검출기 기능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현되거나 제어기(184)(도 5)를 통해서 수행될 수도 있
다. 피크에 대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를 감시하는 일 예가 "보상을 갖는 디지털 변조기(DIGITAL MODULATOR W
ITH COMPENSATION)"라는 명칭이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수된 1996년 8월 8일 미국 특허 출원 제 08/694/0
04호에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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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RF 신호의 증폭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를 나타낸다. 본 방법은 블럭(350)에서 시작하고, 블럭(352)에서 휴대
용 무선 전화기(12)(도 1)가 켜진다.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도 5)는 블럭(354)에서 초기 임피던스로 설정된
다. 이것은, 예를 들어, 디지털 워드 '0000'을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도 9)에 송신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
러한 초기 임피던스는 휴대용 무선 전화기가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 사양을 통과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작 지
점 임피던스이다.
    

블럭(356)에서 소망하는 평균 전력이 선택되고, VGA(206)(도 5)의 이득은 상기 소망하는 평균 전력을 달성하도록 
설정된다. 출력 전력 루프는 평균 출력 전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망하는 평균 출력 전력을 유지하도록 VGA(206)
(도 5)의 이득을 조절함으로써 고정된다.

블럭(358)에서는 증폭된 신호의 피크-대-평균 비율이 검출되고, 검출된 피크-대-평균 비율이 소정 레벨 또는 제한
(limit)된 것 내에 있는지 여부가 판정 블럭(360)에서 판정된다. 검출된 피크-대-평균 비율이 소정 레벨 이내에 있으
면, 판정 블럭(372)에서 본 방법이 수행되었는지 여부(예컨대, 신호 전송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수행되었
으면, 본 방법은 블럭(374)에서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 방법은 블럭(356)에서 계속된다.

소정 레벨은 특정 선택 채널 방사 전력 및 특정 인접 채널 방사 전력 중 하나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정의 피크-
대-평균 비율이다. 예를 들어, IS-95 CDMA 휴대용 무선 전화기에서, 소정의 피크-대-평균 비율은 대략 3 dB일 수 
있다.

    
판정 블럭(360)에서 피크-대-평균 비율이 소정 레벨에 충분히 가깝다고(예컨대, +/- 0.5 dB와 같이 소정 레벨의 플
러스 또는 마이너스 소정량 이내) 판정되지 아니하면, 검출된 피크-대-평균 비율이 소정 레벨 이상인지 여부가 판정 
블럭(362)에서 판정된다. 검출된 피크-대-평균 비율이 소정 레벨 이상이면,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도 5)가 
전력 증폭기 출력(173)(도 5)에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하기 위한 잔여 임피던스 조절 범위를 더 이상 갖고 있는지 여부
가 판정 블럭(364)에서 판정된다.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도 5)에서 사용가능한 동적 범위가 더 이상 없으면,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의 현
재 설정이 유지되고, 프로세스는 블럭(356)에서 계속된다. 예를 들어,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도 9)에 인가된 
현재 디지털 워드가 '1111' 이라면,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도 5)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더 
이상 없다.

사용가능한 동적 범위가 존재하면(예컨대, 현재 대지털 워드가 '1111' 미만이면), 블럭(366)에서 가변 임피던스 네트
워크(174)(도 5)를 조절하기 위해 부하 제어 신호가 변화된다. 예를 들어,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도 9)에 대
해서,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를 조절한다는 것은 디지털 제어 워드(예컨대, 부하 제어 신호)를 '1110' 내지 '1
111'과 같이 보다 높은 상태로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그 후 블럭(356)에서 계속된다.

블럭(362)에서, 검출된 피크-대-평균 비율이 소정 레벨 미만으로 판정되면, 블럭(368)에서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
(174)(도 5)에 동적 범위가 남아있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예를 들어, 도 9에서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로의 부
하 제어 신호가 현재 '0000' 이면, 부하 제어 신호는 더 이상 낮게 감소될 수 없다. 남아있는 동적 범위가 없으면,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도 5)의 현재 설정이 유지되고, 프로세스는 블럭(356)에서 계속된다.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도 5)에 사용가능한 더 이상의 동적 범위가 존재하면, 부하 제어 신호는 블럭(370)에서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를 조절하도록 변화된다. 예를 들어,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도 9)에 대해서, 가
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를 조절하는 것은 디지털 제어 워드(예컨대, 부하 제어 신호)를 '0001' 내지 '0000' 과 같
은 더 낮은 상태로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그 후 블럭(356)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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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전력 증폭기(172)(도 5)에 다양한 임피던스를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제1 실시예로서의 가변 임피던스 네
트워크(400)를 나타낸다.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0)는 제1 전송 라인(408), 접지 전위(416)에 결합된 고정 단락 
커패시터(412), 제2 전송 라인(410), 및 접지 전위(416)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가변 소자(418)를 포함한다. 가변 
소자(418)는 버랙터(varactor) 다이오드 및 전압 가변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부하 제어 
신호는 가변 소자(418)의 커패시턴스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압으로서 입력(403)에 인가된다. 화살표(404)는 입력(4
06)에 제공된 임피던스가 다양한 출력 전력 레벨에 대한 전력 증폭기(172)(도 5)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최적인 임피던
스가 되도록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다. 제어기(184)(도 5)는 부하 제어 신호로서 아날로그 전압을 제공한다. 따라서, 
제어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C)를 포함할 수 있다.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0)의 다른 구성이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럼프(lumped) 소자 또는 분산 소자 인덕터, 
부가적 전송 라인 및 커패시터, 및 부가적 가변 소자와 같은 부가적인 소자가 포함될 수 있다.

    
도 9는 제2 실시예로서의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를 나타낸다.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는 제1 전송 라인
(442), 접지 전위(448)에 결합된 고정 단락 커패시터(446), 제2 전송 라인(444), 및 접지 전위(448)에 결합된 적어
도 하나의 가변 소자(452)를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가변 소자(452)는 PIN 다이오드 또는 마이크로 기계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력 증폭기 출력(173)(도 5)에 선택적으로 결합 및 분리되는 복수의 커패시터(454)를 포함한다. 부하 제어 
신호는 전력 증폭기 출력(173)(도 5)에 복수의 커패시터(454)를 결합시키는 복수의 스위치(456)를 개폐하기 위해서 
입력(450)에 인가된다. 화살표(458)는 입력(440)에 제공된 임피던스가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제어기(184)(도 5)는 복수의 스위치(456)를 제어하기 위해 4 비트 디지털 신호를 제공한다. 제어
기는 디지털 제어 워드를 부하 제어 신호로서의 4 비트 병렬 워드로 변환하기 위해 시프트 레지스터(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시프트 레지스터는 전력 증폭기(173)(도 5)를 따르는 멀티 칩 모듈상에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에 대해서, 16 개의 서로 다른 임피던스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는 적어도 하나의 가변 소자를 구비한다. 가변 임피던스 소자는 버랙터 다이오드, 전
압 가변 커패시터, 및 마이크로 전자 기계 스위치 또는 PIN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신호 증폭기의 출력에 선택적으로 결
합 및 분리되는 복수의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의 다른 구성은 어렵지 않게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럼프 소자 또는 분산 소자 인덕
터, 부가적 전송 라인와 커패시터, 및 부가적 가변 소자와 같은 가변 소자가 포함될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임피던스의 
범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0)와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의 조합이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부하 제어 신호는 서로 다른 가변 임피던스 소자들을 구분하여 제어하기 위해 복수의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0은, 예를 들어,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402)(도 9)에 대응하는 임피던스 상태의 범위를 나타내는 스미스 차트(
470)이다. 초기 임피던스 상태로 간주되는 최초 임피던스 상태(472)는 부하 제어 신호 '0000'에 대응한다. 최종 임피
던스 상태(474)는 부하 제어 신호 '1111'에 대응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술한 설명은 당업자라면 누구나 전력 증폭 회로를 부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이러한 실시예들을 다양하게 변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고, 여기에 정의된 일반 원리들은 어렵지 
않게 다른 실시예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력 증폭 회로는 하나 이상의 주파수 대역 상에서 동작하는 
송신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부하는 동작 주파수 대역과 관련한 피크-대-평균 비율(예컨대, 다르게 소망하는 피크
-대-평균 비율)에 기초하여 조절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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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전력 증폭기 회로는 필요한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개선하
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을 제공한다.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은 실질적으로 전력 증폭기로부터 초래할 수 있다. 대
안적으로,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은 전송 경로에서 전력 증폭기를 선행하는 다른 송신기 회로로부터 초래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전력 증폭기 회로는 또한 인접 채널 및 선택 채널 전력을 휴대용 무선 전화기에 제공된 부분-대-부분 
변동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을 허용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력 증폭 회로(300)에 있어서,

입력 신호를 증폭하여 증폭된 신호를 생성하는 전력 증폭기(172),

상기 전력 증폭기(172)의 출력에 결합되어 부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전력 증폭기(172)의 출력에 서로 다른 임
피던스를 제공하는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

상기 전력 증폭기(172)의 출력에 결합되어 상기 증폭된 신호의 피크 레벨 및 평균 전력을 검출하고, 상기 피크 레벨과 
상기 평균 전력 사이의 차분 표시를 제공하는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0), 및

상기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0) 및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에 결합되어 상기 증폭된 신호의 피크 레벨과 
평균 전력 사이의 차분 표시에 응답하여 상기 부하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제어기(18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184)는 상기 피크 레벨과 상기 평균 전력 사이의 차분을 소정 레벨과 실질적으로 등가로 
유지되도록 상기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가 상기 전력 증폭기(172)의 출력에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하게 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184)는 상기 피크 레벨과 상기 평균 전력 사이의 차분 표시에 기초하여 상기 증폭된 신
호의 피크-대-평균 비율을 판정하고, 상기 피크-대-평균 비율에 응답하여 상기 부하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균 출력 전력은 소망하는 가변 평균 출력 전력에 따라서 변화하고, 상기 제어기(184)는 상기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가 상기 평균 출력 전력의 전체 동적 범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기 전력 증폭기(172)
의 출력에 상기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증폭기(172)의 입력에 결합된 가변 이득 회로(206)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제어기(184)는 상기 평균 전력이 소망하는 평균 출력 전력과 실질적으로 등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상기 평균 전
력의 표시에 응답하여 상기 가변 이득 회로(206)의 이득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 13 -



등록특허 10-0372856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0)는 또한 소정 시간 주기에 대하여 상기 증폭된 신호의 피크 레
벨 및 평균 전력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청구항 7.

전력 증폭 회로(300)에 있어서,

입력 신호를 증폭하여 증폭된 신호를 생성하는 전력 증폭기(172),

상기 전력 증폭기(172)의 출력에 결합되어 상기 전력 증폭기(172)의 출력에 부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서로 다른 임
피던스를 제공하는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

상기 전력 증폭기(172)의 출력에 결합되어 상기 증폭된 신호의 피크-대-평균 비율 표시를 제공하는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0), 및

상기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0) 및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에 결합되어 상기 증폭된 신호의 피크-대-평
균 비율 표시에 응답하여 상기 부하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제어기(18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184)는 상기 증폭된 신호의 피크-대-평균 비율이 소정 레벨과 실질적으로 등가로 되도
록 상기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가 상기 전력 증폭기(172)의 출력에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평균 출력 전력은 소망하는 가변 평균 출력 전력에 따라서 변화하고, 상기 제어기(184)는 상기 
가변 임피던스 네트워크(174)가 상기 평균 출력 전력의 전체 동적 범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기 전력 증폭기(172)
의 출력에 상기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증폭기(172)의 입력에 결합된 가변 이득 회로(206)를 더 포함하되,

상기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0)는 평균 출력 전력의 표시를 제공하고, 상기 제어기(184)는 상기 평균 전력이 
소망하는 평균 출력 전력과 실질적으로 등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상기 평균 전력의 표시에 응답하여 상기 가변 이득 회
로(206)의 이득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피크-대-평균 차분 검출기(180)는 소정 시간 주기에 대하여 상기 증폭된 신호의 피크-대-평
균 비율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증폭 회로(300).

청구항 12.

무선 주파수(RF) 신호를 증폭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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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F 신호를 전력 증폭기(172)로 증폭시켜 증폭된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증폭된 신호의 피크-대-평균 비율을 검출하는 단계(358),

상기 피크-대-평균 비율의 표시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피크-대-평균 비율 표시에 응답하여 상기 전력 증폭기의 출력에 제공된 임피던스를 변화시키는 단계(366 및 3
7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증폭기의 출력에 제공된 임피던스는 상기 증폭된 신호의 피크-대-평균 비율이 소망하는 
피크-대-평균 비율과 실질적으로 등가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된 신호의 평균 출력 전력은 소망하는 가변 평균 출력 전력에 따라서 변화되고, 상기 전력 
증폭기의 출력에 제공된 임피던스는 상기 평균 출력 전력의 전체 동적 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만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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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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