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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대역 전치 왜곡 선형화 방법 및 장치

요약

광대역에 걸쳐 3차 이상의 상호 변조 왜곡을 보상하는 전치 왜곡 신호가 생성된다. 전치 왜곡 신호는 예를 들면 멀티-톤 무

선 주파수 신호에 인가된다. 전치 왜곡 신호는 조절가능한 계수를 갖는 저차 다항식이다. 전치 왜곡 신호는 비선형 증폭기

에 의해 생성된 상호 변조 프로덕트를 보상할 수 있고, 다항식 계수는 증폭기 출력과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간의 차이에 기

초하여 조절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전치 왜곡 신호, 비선형 증폭기, 3차 이상, 왜곡 보상, 멀티-톤 무선 주파수 신호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광대역 전치 왜곡 선형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주파수(RF) 신호는 예를 들면 진폭 변조 또는 2개 이상의 RF 캐리어 또는 RF 톤의 조합으로 인한 엔벌로프 편차를

종종 포함한다. 상호 변조 왜곡(IMD; Inter Modulation Distortion)은 진폭 변조 또는 멀티-톤 RF 신호가 예를 들면 비선

형 증폭기에 의해 증폭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IMD로 인해, 멀티-톤 RF 신호의 톤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에서 원하지 않는

간섭이 생성되게 된다. 통상 이러한 간섭은 톤 주파수 근처에서 발생하므로, 필터링하여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비

선형 증폭에 의해 야기된 IMD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특정 형태의 선형화가 바람직하다.

증폭기 설계시, 왜곡 성능과 효율과는 교환되는 것이 있다. "클래스 A" 조건하에서 동작하는 선형 증폭기는 거의 왜곡을 발

생시키지 않지만, 비효율적이다. 반면에, "클래스 C" 조건하에서 동작하는 비선형 증폭기는 어느정도는 효율적이지만, 심

각한 왜곡이 유입된다. 증폭기 설계시에는, 효율 및 왜곡이 모두 중요한 고려 대상이지만, 고전력 레벨에서는 효율이 더 중

요하게 된다. 그러한 효율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왜곡 문제가 있지만, 비선형 증폭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선형 증폭에 의해 야기되는 왜곡을 감소시키는 주지의 증폭기 선형화 기술이 많이 있다. 통상적인 증폭기 선형화 기술은

크게 피드백, 피드포워드, 및 전치 왜곡으로 분류될 수 있다.

피드백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주지의 선형화 기술이다. 예를 들면, 블랙에 의한 미국특허번호 2,102,671은 오디오 주파

수에서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른 네거티브 피드백 선형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H.A. Rosen 및 A.T. Owens,

"Power Amplifier Linearity Studies for SSB Transmissions",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 Systems, pp.

150-159, June 1964에는 무선 주파수에서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한 피드백 선형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최근의 피드백

기술은 기저 직각 변조의 네거티브 피드백을 이용하는 카테이션 피드백이다. 이런 종류의 피드백의 예는 M.A. Briffa 및

M.Faulkner, "Stability Analysis of Cartesian Feedback Linearization for Amplifiers with Weak Nonlinearities",

IEEE Proceedings on Communications, Vol. 143, No.4, pp.212-218, Aug. 1996에 개시되어 있다. 기타 현대적인 피

드백 선형화 기술은 오파스에 의한 미국특허번호 5,023,937에 개시된 폴러 피드백(Polar Feedback), 및 K.G. Voyce

and J.H. McCandles, "Power Amplifier Linearization Using IF Feedback", IEEE MTT-S Digest, pp.863-866, 1989

에 개시된 중간 주파수(IF) 피드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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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피드백 선형화 기술의 문제점은 통상적으로 시스템 지연이 가용 선형화 대역폭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피드

백 기술은 일반적으로 협대역 시스템, 예를 들면 단일 캐리어 선형 변조 스킴으로 한정된다. 이들 피드백 선형화 기술의 또

다른 단점은 잠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피드 포워드는 무선 주파수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왔던 또 다른 주지의 선형화 기술이다. 전형적인 피드포워드 RF 전력

증폭기는 포웰 등에 의한 미국 특허 번호5,157,346에 개시되어 있다. 이 기술에 따르면, 제1 비교 루프에서, 증폭된 출력

과 입력 신호가 비교되어 에러 신호를 출력한다. 제2 보정 루프에서, 출력에서의 원래 왜곡과 180°위상이 벗어난 에러 신

호가 증폭되어 상기 출력에 재진입됨으로써, 최종 출력에서의 왜곡을 제거한다. 이러한 기술은 넓은 선형화 대역폭에 대한

뛰어난 IMD 억제 능력을 제공한다.

피드포워드 선형화 기술의 단점은 선형으로 되는데 필요한 에러 증폭기의 사용를 통상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클래

스 A로 동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드포워드 증폭기가 클래스 A 증폭기에 비해 상당한 성능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드포워드 기술의 효율을 감소시킨다.

또 하나의 주지의 선형화 기술은 전치 왜곡(predistortion)이다. 이 기술에 따르면, 전치 왜곡 함수에 따라 증폭기 왜곡에

상보적인 방식으로 입력 신호를 왜곡하여 전치 왜곡기 입력으로부터 증폭기 출력까지의 전체 전송이 선형 함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선형화를 달성한다.

전치 왜곡은 실제 RF 주파수 또는 기저 대역에서, 즉 RF 캐리어와의 변조이전에 적용될 수 있다. RF 주파수에서 적용되는

경우, 전치 왜곡 기술은 광대역 선형화 성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전치 왜곡 함수가 더 복잡하므로 고차가 될수록 왜곡를

구현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치 왜곡 기술은 통상 IMD 프로덕트를 3차로 줄인다. T.Nojima and T.Konno, "Cuber

Predistortion Linearizer for Relay Equipment in 800 MHz Band Land Mobile Telephone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 Vol.VT-34, No.4, pp.169-177, Nov.1985 및 Nojima에 의한 미국특허번호

4,943,783은 IMD 프로덕트를 3차로 줄인 전형적인 3차 전치 왜곡기를 개시하고 있다.

도 1A는 Nojima 및 Konno에 개시된 종래 3차 전치 왜곡기(1)를 도시하고 있다. 입력 단자(2)를 통해 수신된 입력 RF 신

호가 전력 분할기(4)에 의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폭을 갖는 2개의 신호로 분할된다. 분할된 신호들 중 하나는 가변 지연

라인(9)를 포함하는 선형 신호 경로에 제공된다. 다른 분할된 신호는 3차 함수 발생기(6), 가변 위상 조절기(7), 및 가변 감

쇄기(8)를 포함하는 비선형 신호 경로에 제공된다. 3차 함수 발생기(6)는 수신된 입력 RF 신호에 기초하여 3차 전치 왜곡

신호를 발생하여 단자(12)에서 전치 왜곡 신호를 출력한다. 가변 위상 조절기(7)는 전치 왜곡 신호의 위상을 조절하고, 가

변 감쇄기(8)는 전치 왜곡 신호의 진폭을 조절한다. 진폭 및 위상 조절된 전치 왜곡 신호가 결합기(5)에서 지연 라인(9)에

서 공급된 선형 신호와 결합된다. 결합된 신호는 단자(10)에서 RF 전력 증폭기(PA; 13)로 전송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RF PA(13)에 의해 야기된 3차 IMD 프로덕트가 증폭 신호에서 제거되어 RF PA(13)를 선형화한다.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

할 때 발생하는 지연을 지연 라인(9)이 보상한다면, 광대역 선형화가 달성될 수 있다.

도 1B는 전치 왜곡 회로(1)에 적용될 수 있는 f1 및 f2에서 2개의 톤을 포함하는 RF 신호의 스펙트럼을 도시하고 있다. 도

1C는 RF PA(13)의 출력 스펙트럼을 도시하고 있다.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력 스펙트럼은 f1 및 f2에서의 기본 성분

및 실선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RF PA(13)에 의해 생성되는 2f1-f2 및 2f2-f1에서의 3차 IMD 왜곡 성분을 포함한다. 또한,

출력 스펙트럼은 점선으로 표시한 바와 같은 전치 왜곡 회로(1)에 의해 주입되는 주파수 2f1-f2 및 2f2-f1에서의 3차 전치

왜곡 성분을 포함한다. 도 1C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입된 3차 전치 왜곡 성분은 RF PA(13)의 3차 IMD 프로덕트

와는 진폭이 동일하고 반대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3차 전치 왜곡 성분이 3차 IMD 프로덕트를 소거한다.

이러한 해결법의 문제는 RF 전력 증폭기가 3차 IMD 프로덕트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수의 IMD 프로덕트도

생성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는, 이들 고차 IMD 왜곡 프로덕트는 고려되지는 않지만, 3차 IMD 프로덕트가 억제되는 경

우에 실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시도로서, S.P. Stapleton and J.K. Cavers, "A New Technique for the Adaption of

Linearizing Predistorters", Proceedings of the IEEE Vehicular Technology Conference, pp.753-758, May 1991에

3차 이상의 IMD 프로덕트를 보상하기 위한 전치 왜곡기가 개시되어 있다. 도 2는 이러한 개선된 전치 왜곡기를 도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치 왜곡기는 필수적으로 3개의 메인 블럭, 즉 직교 이득 위상 조절기(QGPA; 14), 기저대역 다항식 전치

왜곡 회로(PreD; 15), 및 컨트롤러(16)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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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단자(17)에서의 입력 RF 신호가 QGPA(14) 및 PreD(15) 양쪽에 공급된다. PreD(15) 회로

는 검출기(22)에서 입력 RF 신호의 엔벌로프를 검출하고, 검출 엔벌로프를 비선형 함수 발생기 F1(x)(23) 및 F2(x)(24)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2개의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한다. 함수 발생기 F1(x)(23) 및 F2(x)(24)는 QGPA(14)에서 입력 신호와

승산되어 3차 및 4차 전치 왜곡 성분을 형성하는 동위상 및 직교 위상(I&Q) 신호를 생성한다. 검출 엔벌로프의 이용과 함

께 결합된 복소 승산 프로세스는 진폭 변조/진폭 변조(AM/AM) 및 진폭 변조/위상 변조(AM/PM) 왜곡이 둘다 보정될 수

있게 하지만, 카테이션 형태로 귀착된다.

상기 복소 승산은 QGPA(14) 회로에서 입력 RF 신호를 2개의 경로로 분할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의 경로는 승산

기(19)로의 입력이고, 다른 하나는 승산기(21)로의 입력이다. 양쪽 경로상의 신호들은, 승산기(21)에 입력된 신호가 승산

기(19)로 입력된 신호에 대해 위상 시프터(20)에 의해 90°위상 시프트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함수 발생기 F1(x)(23)와 F2(x)(24)에서 생성된 2개의 다항식 함수의 계수는 컨트롤러(16)내의 마이크로프로세서(μp; 25)

에 의해 제공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25)는 선형화된 RF PA(도시하지 않음)의 출력으로부터 나온 동위상 및 직교 위상 피

드백 신호의 크기에 기초하여 계수를 조정한다. I&Q 피드백 신호는 실제 원하는 신호와 IMD를 분리하여 IMD를 측정하기

위해 필터(28, 29)에서 대역 통과 필터링된다. 이것은 증폭될 신호가, IMD 프로덕트가 단일 캐리어 변조의 어느쪽이든 대

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일 캐리어 신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검출기(26, 27)은 대역 필터링된 IMD의 크기를 결정하

여 마이크로프로세서(25)가 이 왜곡을 최소화하는 왜곡 함수의 계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RF PA의 출력에 존재하

는 IMD 프로덕트의 레벨을 최소화한다.

이 기술이 3차 이상의 IMD 프로덕트를 보상하지만, 단지 단일 캐리어 응용에 적합하다. 멀티 캐리어 시스템에서, 캐리어의

위치, 및 그러므로 결과적인 IMD는 대역통과 필터링 접근법으로 항상 얻어질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 기술이 통

상 멀티-톤 입력 신호를 포함하는 광대역 응용에 부적합하게 된다. 이들 응용의 광대역 특성은 일부 주어진 밴드 플랜(스

펙트럼)간에 이격된 개개의 협대역 RF 신호의 결합으로부터 기인한다.

더 정교한 전치 왜곡을 위해 디지털 신호 처리(DSP)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aver에 의한 미국특허번호 5,049,832

는 DSP를 이용한 적응 선형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DSP를 이용할 때의 문제는 DSP 샘플링 주파수 및 필요 디지털/아날

로그 컨버터에 의해 선형화 대역폭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DSP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광대역 응용에는 통상

적합하지 않다.

이들 종래의 기술 중 어느 것도 멀티-톤 RF 입력 신호를 갖는 광대역 응용에서 고차 IMD를 보상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종래 기술 중 어느것도 피크와 평균 레벨 신호를 구별하지 못한다.

톤이 멀티-톤 시스템에서 결합되는 경우, 구조적인 간섭으로 인해 멀티-톤 RF 신호의 피크가 평균 레벨에 비해 매우 크게

된다. 경제적이고 비교적 전력 효율적인 비선형 멀티-톤 전력 증폭기에 대해, 그러한 신호의 피크를 조절하도록 디멘젼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멀티-톤 신호에서의 일부 피크는, 증폭기 포화 한계를 초과한 경우에 클리핑될 것이다.

도 1A 및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 전치 왜곡기에서는, RF PA의 포화 한계 이하 또는 이상의 동작을 구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보통 RF PA가 포화되게 하는 RF 입력 신호에 전치 왜곡이 적용된다. RF PA가 일단

포화되면, 전치 왜곡 신호를 주입하더라도 출력의 진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RF PA로의 큰 상보 입력

은 출력 진폭을 포화된 RF 출력 한계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상에 대한 상황은 크게 상이하다. RF 입력

신호의 위상에 적용된 전치 왜곡 보정이 출력에 전송된다. 종래 전치 왜곡기에 있어서, 이들 위상 보정은 피크 입력 신호에

대해 매우 부정확하므로, 그 피크에서 전치 왜곡 성능에서 큰 저하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고차 IMD 프로덕트를 보상하는 멀티-톤 RF 신호용 광대역 전치 왜곡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피크 RF 입력 신호

에 유효한 전치 왜곡 기술도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차 IMD 프로덕트를 보상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평균

입력 신호에 대한 IMD 보상에서 매우 큰 발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크 입력 신호에 대한 IMD 보상의 저하를 방지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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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광대역에 걸쳐 3차 이상의 IMD 프로덕트를 보상하는 전치 왜곡 신호가 생성되고, 전치 왜곡

신호는 입력 RF 신호, 예를 들면 멀티-톤 RF 신호에 제공된다. 전치 왜곡 함수는 조절가능한 계수를 갖는 저차 다항식이

다. 전치 왜곡 함수는 입력 RF 신호의 검출 엔벌로프에 기초하여 생성되므로, 전치 왜곡이 실제적으로 톤 주파수와 무관하

게 된다. 검출 엔벌로프는 근사 하이퍼볼릭 탄젠트 형태(hyperbolic tan shape)로 클리핑되고 스케일링된다. 클리핑 형태

는 하이퍼볼릭 탄젠트(tanh) 함수의 형태로 근사되어 검출 엔벌로프가 특정값을 초과하는 것이 방지되며, 따라서 검출 엔

벌로프에 큰 피크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정확한 전치 왜곡 보상을 크게 방지한다.

실시예에 따르면, 전치 왜곡 신호는 비선형 증폭기에 의해 발생한 IMD 프로덕트를 보상한다. 다항식의 계수는 증폭기 출

력과 입력 RF 신호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조절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동일한 구성 요소는 동일한 부호를 붙인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A는 종래 3차 전치 왜곡기의 블럭 다이어그램.

도 1B는 도 1A에 도시된 전치 왜곡기에 적용된 2개 톤 입력 RF 신호의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

도 1C는 도 1A에 도시된 3차 전치 왜곡기의 RF PA 증폭 출력의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 5차 전치 왜곡기의 블럭 다이어그램.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아날로그 전치 왜곡기 시스템의 블럭 다이어그램.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예제 전치 왜곡 회로의 상세 블럭 다이어그램.

도 5A-5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도메인에서 전치 왜곡된 RF 신호의 텀(term)의 양상을 도시한 도면.

도 6A-6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 도메인에서 전치 왜곡된 RF 신호의 텀의 양상을 도시한 도면.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치 왜곡을 보상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본 상세한 설명에서, 특정 회로, 회로 요소, 기술 등과 같은 특정 상세 내용은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의

목적상 제공하는 것이지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들 특정 상세 내용을 벗어난

다른 실시예의 형태로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본 발명의 설명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주지의 방법,

장치, 및 회로는 생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3차 이상의 IMD 프로덕트는 전치 왜곡 신호에 입력 RF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보상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전치 왜곡 신호는 광대역 동작을 허용하는 아날로그 프로세싱 구성 요소에 의해 생성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치 왜곡 시스템(100)을 도시하고 있다. 시스템은 아날로그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하는

전치 왜곡 회로(PreD; 37) 및 전치 왜곡 신호를 RF PA(13)의 멀티-톤 RF 입력에 인가하는 직교 이득 위상 조절기(QGPA;

36)를 포함한다.

PreD(37)는 단자(30)에서 수신된 멀티-톤 RF 입력 신호 RF in에 기초하여 적정한 전치 왜곡 신호를 내부적으로 생성한다.

단자(30)로부터의 수신된 입력 신호 q 는 입력 커플러(33)에 의해 동일한 진폭의 2개의 브랜치(branch)로 분할된다.(굵은

선은 복소 신호를 나타내고, 시간 디펜던시(dependency)는 명확한 설명을 위해 생략함) 하나의 브랜치는 지연 부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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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급된다. 다른 브랜치는 신호 x 로서 스플리터(34)에 공급된다. 스플리터(34)는 신호 x 를 동일한 진폭의 2개 브랜치

로 분할하는데, 그 하나는 PreD(37)에 공급되고, 또 하나는 90°스플리터(35)에 공급된다. 90°위상 스플리터는 신호 x 를

2개의 브랜치로 분할하여 하나의 브랜치에는 0°를, 다른 하나의 브랜치에는 90°를 승산함으로써, 복소 신호가 되게 한다.

PreD(37)는 신호 x 에 기초하여 전치 왜곡 신호 p 를 생성한다. 90°스플리터(35)는 QGPA(36)가 PreD(37)로부터의 복소

전치 왜곡 신호 p 에 신호 x 를 승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호 x 의 진폭 및 위상을 조절한다. 조절된 신호는 신호

r 로서 QGPA(36)로부터 RF PA(13)에 출력된다.

이득 기반 형태의 전치 왜곡 시스템의 동작은 수학적으로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

여기에서, r 은 전치 왜곡된 RF 신호이고, x 는 RF 입력이며, p 는 PreD(37)에 의해 생성되는 전치 왜곡 신호(또는 다이나

믹 복소 이득 신호), 즉 p =p i +jp q 이다. 전치 왜곡 신호 p 는 PreD(37)에 의해 카테이션 형식으로 이하의 식과 같이 생

성될 수 있다.

수학식 2a

수학식 2b

여기에서, ｜ x ｜는 신호 x 의 크기이고, C 2i , C 2q , C 1i , C 1q , C 0i 및 C 0q 는 컨트롤러(40)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전

치 왜곡 신호의 계수를 나타낸다. QGPA(36)는 예를 들면 2개의 승산기와 1개의 가산기로 구현되어 전치 왜곡 신호 p 의

항(項)들을 입력 신호 x 로 승산할 수 있다.

수학식 1은 이하의 식과 같이 확장된 복소 형태로 재기록될 수 있다.

수학식 3

여기에서,

수학식 4a

수학식 4b

수학식 4c

도 3을 참조하면, 컨트롤러(40)는 입력 q 와 RF PA(13)의 스케일링된 출력과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전치 왜곡 신호 계

수를 조절한다. RF PA(13)의 출력 ν는 커플러(47)를 통해 감쇄기(43)에 커플링된다. 커플링된 출력이 감쇄기(43)에서 스

케일링되고, 스케일링된 출력이 커플러(46)를 통해 입력 신호에 커플링되어 입력 신호가 부재(42)에 의해 전치 왜곡 브랜

치의 지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크기만큼 지연된다. 감쇄기(43)는 커플러(47)로부터의 출력 ν를 1/GD(GD는 RF PA(13)의

이득, 커플러(47)의 이득 등에 대응함)의 크기로 스케일링하므로, 스케일링된 출력 신호의 이득이 지연된 이득 신호의 이

득과 매칭되게 된다. 스케일링된 출력 신호와 지연된 입력 신호는 커플러(45)에 의해, 양 신호간의 차이를 검출하고 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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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에러 신호 e로서 컨트롤러(40)에 리포팅하는 검출기(41)에 커플링된다. 컨트롤러(40)는 에러 신호 e를 최소화하도록

전치 왜곡 계수 C 1i , C 1q , C 2i , C 2q 를 조절한다. 이것이 온도와 시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증폭기 특성의 변화를 설명

해 준다. 컨트롤러(40)도 또한 가산기(38, 39)에 의해 PreD 출력에 가산되는 일정 복소 계수 C 0i , C 0q 를 발생하여 RF 증

폭기 입력과 출력간 차이의 정적(static) 부분을 보정한다. 컨트롤러(40)는 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

수학식 3의 이득 기반 전치 왜곡 신호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PreD(37)가 없는 경우, 즉 C 1i =0, C 1q =0, C 2i =0, C

2q =0=> C 1 =0, C 2 =0인 경우에, QGPA(36)의 이득은 복소 계수의 셋팅 C 0 =C 0i +C 0q 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PreD(37)이 없다면, QGPA(36)는 공급된 RF 입력 신호와 상관없이 RF PA(13)의 복소수 이득을 조절할 수 있다. RF

PA(13)는 RF 입력 레벨이 변화됨에 따라 약간 변화되는 복소수 게인을 가지므로, 즉 비선형이므로, 그러한 고정 조절이

단지 하나의 RF 레벨에서 입/출력 차가 제로가 되게 한다. 다른 레벨에서는, 입/출력 차가 제로가 되지 않는다. PreD(37)

를 주입함으로써, RF 입력 레벨의 함수로서 복소 이득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RF 레벨의 범위에 걸

쳐 입/출력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RF PA(13)를 효율적으로 선형화한다. C 1 항을 허용하는 것은 PreD(37)이

QGPA(36)의 복소 이득을 입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조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C 2 항을 허용하는 것은 복소 이득을 입

력 크기의 제곱에 응답하여 변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도 4는 예제 전치 왜곡 회로의 상세 블럭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실시예에 따르면, 도 4의 전치 왜곡 회로는 도 3의

PreD(37)에 대응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그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에 따른 전치 왜곡 회로는 3차 이상의

IMD 보상이 바람직한 어떠한 시스템내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도 4를 참조하면, 입력 RF 신호 RFi(실시예에 따르면, 도 3의 신호 x에 대응함)는 믹서(48)와 리미팅 증폭기(limiting

amplifier; 49)를 포함하는 입력 검출기에 인가된다. 입력 검출기는 입력 RF 신호의 엔벌로프를 검출한다. 이것이 전치 왜

곡을 실질적으로 톤 주파수에 관계없이 이루질 수 있게 한다. 검출된 엔벌로프는 가변 포화 증폭기(VSA, Variable

Saturation Amplifier; 50)에 인가된다. VSA(50)는 단자 C3에서 인가된 제어 전압을 통해 외부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클

립 레벨로, 검출된 엔벌로프를 클리핑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실시예에 따르면, 클리핑 형태는 엔벌로프가

특정 값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tanh) 함수의 형태로 근사된다. 이로 인해, 검출된 엔벌로프내에 큰 피

크가 존재하는 경우, PreD(37)이 크게 부정확한 전치 보정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VSA(50)으로부터 클리핑된 신호가 가변 이득 증폭기(VGA; 51)에 인가된다. VGA(51)는 클리핑된 신호를 스케일링하고,

단자 C4에서 인가된 제어 전압에 응답하여 전체 PreD(37) 회로가 스위치 오프되거나 점진적으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VGA(51)의 스케일링된 출력은 RF 입력의 전처리된 엔벌로프를 나타낸다. 이 신호, ｜ x ｜는 제곱기(52)에서 제곱되어

｜ x ｜2이 산출된다. 수학식 2a, 2b로 주어지는 함수를 생성하기 위해, ｜ x ｜와 ｜ x ｜2이 둘다 4개의 선형 출력 승산

기 회로(53, 54, 55, 56)에 인가된다. 이들 승산기는 ｜ x ｜와 ｜ x ｜2에 각각 C 1i , C 2i , C 1q , C 2q 를 승산한다. 가산

기(57, 59)에 의해 이들 승산된 신호들이 가산되고 버퍼(58, 60)에서 버퍼링되어 2개의 출력 PRI 및 PRQ가 각각 산출된

다. 이들 출력은 수학식 2a, 2b의 고차항, 즉 PRI=｜ x ｜2 C 2i +｜ x ｜C 1i , PRQ=｜ x ｜2 C 2q +｜ x ｜C 1q 를 나타

낸다. 수학식 2a, 2b의 저차항(C 0i , C 0q )은 가산기(38, 39)에 의해 순차적으로 PRI 및 PRQ에 가산되어 p i 및 p q 를 각

각 출력한다.

상기에서는 이득 기반 형태로 설명했지만, 전치 왜곡 시스템을 수학식 3을 확장하여 입력대 출력 전송 함수에 의해 이하

식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수학식 5

수학식 5는 전치 왜곡된 신호 r 은 1차 IMD를 보상하기 위한 1차항 x C 0 , 3차 IMD를 보상하기 위한 3차항 x ｜ x ｜2 C

2 , 3차 IMD 프로덕트 이상의 다수 IMD 프로덕트를 보상하기 위한 부가항 x ｜ x ｜2 C 1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차 IMD

프로덕트에 대해 효율적인 선형화 성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은 계수를 제외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전치 왜곡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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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r 의 항의 양상을 도시한 도 5A-5C를 참고하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도 5A 및 5C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항

x 는 1차 전치 왜곡을 제공하고, 항 x ｜ x ｜2은 실질적으로 3차 전치 왜곡을 제공한다. 그러나, 도 5B는 x ｜ x ｜는 3차

이상의 전치 왜곡을 제공하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고차 IMD 프로덕트에 대한 전치 왜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x ｜ x ｜항은 다이나믹 범위에 대하여 잘 대응한다. 시간 도

메인에서의 전치 왜곡된 신호의 형태를 도시한 도 6A-6C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항의 진폭이 급속하게 변화된

다, 즉 ｜ x ｜의 매 차수마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하강한다. 마찬가지로, x ｜ x ｜항과 다른 고차항, 예를 들면 x 5, x 7 등

을 비교하면, x 의 진폭이 비교적 큰 경우(>1), 다른 고차항의 진폭은 x ｜ x ｜항의 진폭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므로, 전자

구현물(embodiment)보다 더 일찍 클립 한계(clip limit)에 도달할 것이다. x 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1), 대안적인 고차

항의 크기는 x ｜ x ｜의 크기보다 빨리 하강하고 전자 구현물에서 잡음 바닥에 훨씬 빨리 접근한다. 그러므로, 높은 다이

나믹 범위를 처음부터 갖고 있는 멀티-톤 신호를 다루는 경우에, x ｜ x ｜항은 전치 왜곡 회로의 전자 구현을 단순하게 한

다.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방법은 입력 멀티-톤 RF 신호가 수신되는

단계 700에서 시작된다. 단계 720에서, 전치 왜곡된 신호가 생성된다. 단계 740에서, 전치 왜곡 신호가 입력 멀티-톤 RF

신호에 인가된다. 전치 왜곡 신호가 인가된 후, 입력 멀티-톤 RF 신호가 예를 들면 증폭되고, 증폭기에 의해 생성된 IMD는

전치 왜곡 신호에 의해 보상된다.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RF 신호가 수신되는 한 전치 왜곡법이 반복된다.

도 7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입력 멀티-톤 RF 신호의 엔벌로프가

검출되는 단계 722에서 방법이 시작된다. 검출된 엔벌로프는 단계 724에서 클리핑되고, 단계 726에서 스케일링된다. 다

음으로, 단계 728에서, 컨트롤러(40)에 의해 예를 들면 증폭기의 입력과 출력간의 검출된 에러에 기초하여 계수를 조절한

다. 최종적으로 단계 730에서, 컨트롤러(40)에 의해 조절된 계수에 검출된 엔벌로프를 승산함으로써, 다항 전치 왜곡 신호

가 계산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평균 IMD 성능을 광대역폭에 걸쳐 개선함과 함께 피크 입력 레벨에서의 부정확한 전치 왜곡을 감소시

킬 수 있다. 중간 주파수가 1500MHz이고 평균 출력 전력이 25 Watts(W)인 실험 테스트에서, 적어도 10MHz의 대역폭에

걸쳐 피크 IMD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10 데시벨(dB) 평균 IMD 이상의 개선이 실현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전치 왜곡 기

술은 거의 변형이 없이 거의 모든 캐리어 주파수에서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상기 설명하고 기술한 특정 실시예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예를 들면, 상기 실시예는 비선형 증폭

기에 의해 야기된 왜곡을 보상하는 것을 참조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어떤 소스로부터의 IMD를 보상하는데도 적용가능

하다. 뿐만 아니라, 입력 RF 신호를 멀티-톤 RF 신호로서 기술했지만, 본 발명은 또한 단일-톤 RF 입력 신호에도 적용 가

능하다. 명세서는 이하의 클레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범주에 드는 모든 변형을 내포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대역에 걸쳐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입력 광대역 멀티-톤(multi-tone)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저차 다항식(low order polynomial)이고, 3차 이상의 상호 변조 왜곡 프로덕트(intermodulation distortion product)를

보상하는 광대역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전치 왜곡 회로; 및

상기 광대역 전치 왜곡 신호를 상기 입력 광대역 멀티-톤 무선 주파수 신호에 인가하기 위한 직교 이득 위상 조절기를 포

함하는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저차 다항식 전치 왜곡 신호는 다음 수학식에 따라 생성되는 3차 다항식인 왜곡 보상 장치.

<수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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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r은 전치 왜곡된 무선 주파수 신호이고, x는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를 나타내며, C2, C1, 및 C0는 조절가능한 복소 제

어 계수를 나타냄)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왜곡 회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전치 왜곡 신호를 조절하기 위한 컨트롤러를 더 포함하는 왜곡

보상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변조 왜곡 프로덕트는 비선형 증폭기에 의해 생성되고, 상기 전치 왜곡 신호는 상기 비선형 증

폭기의 증폭 이전에 상기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에 인가되는 왜곡 보상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증폭기의 출력과 상기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와의 차이에 기초하여 상기 전치 왜곡

신호를 조절하는 왜곡 보상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왜곡 회로는 상기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의 엔벌로프를 검출하기 위한 엔벌로프 검출기를 포함

하고, 상기 전치 왜곡 회로는 상기 검출된 엔벌로프에 기초하여 상기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하는 왜곡 보상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왜곡 회로는 상기 검출된 엔벌로프를 근사 하이퍼볼릭 탄젠트 형태(hyperbolic tan shape)로

클리핑하기 위한 가변 포화 증폭기를 포함하는 왜곡 보상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왜곡 회로는 상기 클리핑된 엔벌로프를 스케일링하기 위한 가변 이득 증폭기를 포함하는 왜곡

보상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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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에 걸쳐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입력 광대역 멀티-톤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저차 다항식인 광대역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광대역, 저차 다항식 전치 왜곡 신호를 직교 이득 위상 조절기를 이용하여 직교 위상으로(in quadrature) 상기 입력

광대역 멀티-톤 무선 주파수 신호에 인가하는 단계 - 상기 광대역, 저차 전치 왜곡 신호는 3차 이상의 상호 변조 왜곡 프로

덕트를 보상하는 항을 포함함 -

를 포함하고,

상기 저차 다항식 전치 왜곡 신호는 다음의 수학식에 따라 생성되는 왜곡 보상 방법.

<수학식>

(단, r은 전치 왜곡된 무선 주파수 신호이고, x는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를 나타내며, C2, C1, 및 C0는 조절가능한 복소 제

어 계수를 나타냄)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왜곡 신호를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왜곡 보상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변조 왜곡 프로덕트는 비선형 증폭기에 의해 생성되고, 상기 전치 왜곡 신호는 상기 비선형 증

폭기에 의한 증폭 이전에 상기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에 인가되는 왜곡 보상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왜곡 신호는 상기 증폭기 출력과 상기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와의 검출된 차이에 기초하여 조

절되는 왜곡 보상 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입력 무선 주파수 신호의 엔벌로프를 검출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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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출된 엔벌로프에 기초하여 상기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왜곡 보상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검출된 엔벌로프를 근사 하이퍼볼릭 탄젠트 형태로

클리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왜곡 보상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왜곡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검출된 엔벌로프를 스케일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왜곡 보

상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왜곡 회로는,

상기 저차 다항식 전치 왜곡 신호에 관련된 논제로(non-zero) 차수항을 생성하기 위한 전치 왜곡 회로; 및

상기 저차 다항식 전치 왜곡 신호에 관련된 제로 차수항을 생성하기 위한 컨트롤러

를 포함하는 왜곡 보상 장치.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도면

도면1A

등록특허 10-0535273

- 11 -



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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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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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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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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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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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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