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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RF 전력 증폭기(20)에 대한 선형화방식은 피드포워드 오류 정정 루프(100)와 적응성 사전왜곡 변조기(20)를 결합하
고, 피드포워드 루프에서 염가의 보조 RF 오류 증폭기(80)를 이용할 수 있는 레벨로 RF 증폭기의 출력에서의 왜곡을 
최소화한다. 사전왜곡 정정 기구는 입력신호에 근거하여 사전왜곡 신호를 생성하고, 주 RF 전력 증폭기의 출력으로부
터 추출된 오류신호에 의해 적응할 수 있게 조절된다. 입력신호는 일의 함수 발생부(30)와, 증폭기 출력신호의 소수부
를 수신하도록 결합되고, 일의 함수 발생부에 의해 구동되는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60)에 결합된 RF 오류소자를 출력
하는 감산부(40)에 공급된다. 사전왜곡 변조기는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의 출력을 이용하여 입력신호를 사전왜곡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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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크로스 참조

본 발명은 1996년 3월 29일에 제출된 'Adaptive Compensation of RF Amplifier Distortion by Injecting Predis
tortion Signal Derived from Respectively Different Functions of Input Signal Amplitude'의 표제가 붙은 계류
중인 미국 특허출원 제 08/626,239(이하, '239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칭한다)호의 연속부분으로, 그것의 개시는 본원에 
포함된다.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결합된 적응성 RF 전력 증폭기 사전왜곡 기구 및 진폭 및 위상 
왜곡 - 마이크로파/RF 전력 증폭기의 동작을 효과적으로 선형화 - 제거하기 위한 피드포워드(feed-forward) 오류 
정정 루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셀룰러 및 공중 통신 서비스(Public Communicaion Service: PCS) 통신환경에 사용된 것과 같은 RF 통신 시스템 기
초구조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다수의 캐리어 주파수를 수용하는 마이크로파/RF 전력 증폭기 
설계를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셀룰러 및 PCS 통신대역에 부과된 엄격한 선형성 요구에 여전히 응하고 있다.

    
RF 전력 증폭기는 본래 비선형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입력신호와 종류가 다른 증폭된 출력신호 내의 의신호(spurious 
signals)로서 그들 자체를 명확하게 하는 원하지 않은 상호변조 적을 발생한다. 게다가 증폭기 왜곡의 원천은 입력신호
에 나타나지 않는 스펙트럼 영역으로 콤팩트한 스펙트럼을 확산하거나 또는 스펙트럼을 재성장시키는 것에 있다. RF 
증폭기에 의해 도입된 왜곡에 의해, 증폭된 출력신호의 위상 및 진폭이 입력신호의 각 위상 및 진폭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 왜곡은 입력신호의 부수적인 (원하지 않는) 증폭기에 의한 변조로서 간주될 것이다.
    

    
RF 증폭기의 스루풋 열화의 원천을 설명하는 종래의 기술은 증폭기의 출력신호와 결합된 '사후처리' 피드포워드 정정과, '
사전처리', 특히 증폭기의 입력신호의 사전왜곡을 포함한다. 사후처리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의 목적은 RF 증폭기의 출
력신호에 존재하는 오류(왜곡)량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왜곡신호를 적당한 레벨로 증폭한 후, 그 증폭된 오류신호를 
증폭기의 출력경로로 다시 재주입하여, (이상적으로는) 증폭기 왜곡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추
출된 왜곡신호를, 본래의 증폭된 출력신호로부터 왜곡이 제거되는 적당한 레벨로 증폭할 때는 실질적인 비용을 포함하
는 중요한 이득량을 갖는 보조 RF 증폭기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사전왜곡 기구는 증폭기의 출력신호의 사후처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전왜곡' 신호를 RF 증폭기의 입
력신호 경로로 삽입하는 것이고, 이 사전왜곡 신호는 증폭기의 출력에서 예상된 왜곡과 이상적으로 같거나 반대이도록 
미리 결정되었던 특성을 갖기 때문에, RF 증폭기의 전송함수에 영향을 받았을 때, 예상된 왜곡작용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것이다. 사전왜곡 기구는 RF 증폭기의 출력에서 오류신호성분을 추출하여, 실시간 동작시 RF 증폭기의 추출된 오류
작용에 따라 사전왜곡 신호를 조절함으로써 적응되므로, 효과적으로 증폭기의 출력 내의 왜곡을 연속해서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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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언급한 '239 애플리케이션은 RF 전력 증폭기의 왜곡작용의 포락선을 이용하는 특히 유용한 적응성 사전왜곡 기구
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들 일의 함수에 근거한 사전왜곡 신호는 RF 증폭기에 대한 입력신호의 위상 및 진폭성분을 제어
가능하게 사전왜곡하기 위해 이용되므로, 증폭기의 출력 내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증폭기의 고유의 왜곡작용을 효과적으
로 보상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언급한 '239 애플리케이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적응성 사전왜곡 기구의 기능을 이용하여, 그
것을 피드포워드 오류 정정 루프와 결합시키면, 사전왜곡 변조에 의해 증폭된 신호에 주어지는 대역외 노이즈 및 어떤 
광대역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피드포워드 루프 내의 RF 증폭기의 출력신호 내의 왜곡성분을, 피드
포워드 루프에서 감소된 복잡성 및 염가의 보조 RF 오류 증폭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감소된 레벨로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사전왜곡 정정 기구는 증폭되어야 할 입력신호 Sin (t)에 근거하여 사전왜곡 신호를 생성하고, 왜곡작용이 효과적으
로 제거되는 주 RF 전력 증폭기의 출력으로부터 추출된 오류신호에 의해 적응할 수 있게 조절되는 사전왜곡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을 위해, 입력신호는 일의 함수 발생부와, 증폭기 출력신호 S out =KSin (t)+E(t)의 
소수부를 수신하여, RF 오류항 E(t)만을 출력하도록 결합되는 감산부에 공급된다.

이 RF 오류항 E(t)는 일의 함수 발생부에 의해 구동되는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에 결합되고, 그것의 출력은 사전왜곡 
변조기에 결합된다. 이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는 소정의 사전왜곡 함수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므로, 입력신호 S in (t)은 주 
RF 증폭기의 출력에서 예상된 왜곡과 같거나 반대이도록 사전에 결정되었던 보상 특성에 의해 변조 또는 사전왜곡된다.

그 결과, 주 RF 증폭기의 전송함수에 영향을 받았을 때, 입력신호 경로 내에 삽입된 사전왜곡 신호가 예상된 증폭기 왜
곡작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이다. 이 사전왜곡은 오류신호를 추적하여,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와 이 오류신호를 결합
함으로써 적응하게 되므로, 사전왜곡 변조기에 공급되는 사전왜곡 함수는 증폭기 출력의 오류신호성분에서 모니터된 변
화에 의하여 갱신된다.

'사전왜곡이 감소된' 오류신호성분 E(t)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 RF 증폭기의 출력신호 S out (t)가 피드포
워드 정정 루프에 결합된다. 이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는 주 RF 증폭기의 출력과 오류신호성분 E(t)를 수신하도록 결합
된 보조 RF 오류 증폭기의 출력에 결합된 감산부를 더 포함한다. 사후처리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는 주 RF 증폭기의 출
력신호 Sout (t)로부터 추출되었던 오류신호 E(t)를 수신하도록 결합되고, 그 추출된 왜곡신호 E(t)를 적절한 레벨로 
증폭한 후, 증폭된 오류신호 E(t)를 다시 주 RF 증폭기의 출력경로 내에 재삽입하여, 증폭기 왜곡신호성분 E(t)를 출
력신호 Sout (t)로부터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주 RF 증폭기의 출력신호 내의 오류신호성분 E(t)는 주 RF 증폭기의 업
스트림(upstream)이 설치된 사전왜곡 기구에 의해 매우 낮은 레벨 또는 최소한의 레벨로 상당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보조 RF 오류 증폭기에 의해 오류신호 E(t)에 주어진 이득이 주 RF 증폭기에 의해 제공될 필요가 없어, 보조 RF 오류 
증폭기가 상당히 감소된 복잡성 및 염가의 회로를 이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사전왜곡 정정 기구가 '239 애플리케이션에 설명된 방법으로 실행될 때, 사전왜곡 신호는 주 RF 전력 증폭기의 왜곡도
입작용의 포락선에 의존한다. 이 변조기는 이 신호경로에서 RF 증폭기의 입력과 직렬로 각각 결합된 빠른 가변 감쇠기 
및 빠른 위상 시프터 등의 한 쌍의 이득 및 위상 조절회로를 구비할 것이다. 이들 이득 및 위상 조절회로는 RF 전력 증
폭기에 대한 입력신호의 순간적인 진폭의 서로 다른 일의 함수로부터 각각 도출되는 사전왜곡 제어신호에 따라, RF 증
폭기에 대한 입력신호의 위상 및 진폭성분을 사전왜곡한다.
    

각 일의 함수 신호는 증폭기 출력신호에 대하여 수행된 오류측정에 따라, 가중 계수 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각 진폭 및 
위상성분 관련 가중 계수에 의해, 가중 계수 곱셈부에서 제어가능하게 가중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오류측정은 진폭기 
입력신호와 출력신호를 비교하는 코히어런트 수신기에 의해, 시간 도메인에서 수행되어, 각 진폭 및 위상오류신호를 도
출할 것이다.

    

 - 3 -



등록특허 10-0309808

 
진폭기 출력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소정의 부분에 에너지가 존재하는가를 검색하는 스펙트럼 측정부에 의해서 오류
측정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선택적으로 수행되어, 출력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입력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로부터 벗
어 났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스펙트럼 측정에 사용된 밴드패스 필터 내의 에너지량은 소망의 신호보다는 오히려 
스펙트럼 왜곡을 표시하므로, 그것은 오류를 나타낸다. 이 오류측정은 가중 계수를 조절하도록 동작하는 가중 계수 발
생기에 결합되어, 측정된 오류를 최소화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피드포워드 오류 정정 루프와 적응성 사전왜곡 정정 기구를 결합하는 RF 전력 증폭기 신호처리 시스템의 비제
한적인 예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고,

도 2는 사전왜곡 변조기에 사용된 일의 함수에 근거한 사전왜곡 신호를 발생하여 반복해서 조절하는, 상기 언급된 '23
9 애플리케이션에 기술된 신호 포락선에 의존하는 적응성 사전왜곡 정정 기구를 내장한 도 1의 RF 전력 증폭기 신호처
리 시스템을 실행하는 회로의 비제한적인 예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며,

도 3은 도 2의 일의 함수 발생부(130)에 의해 발생되는 순간 진폭에 근거한 일의 함수의 형태의 예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고,

도 4는 도 2의 가중 계수 곱셈부(135)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며,

도 5는 도 2의 신호 비교기(180)의 함수를 실행하는데 사용된 코히어런트 수신기의 이행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적응성 왜곡 정정 기구를 내장한 RF 전력 증폭기 회로 배치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며,

도 7은 도 6의 스펙트럼 측정부(280)의 상세 설명도이다.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른 결합된 적응성 RF 전력 증폭기 사전왜곡 기구와 피드포워드 오류 정정 루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은 주로 관련된 신호처리소자(함수 발생기 회로 등) 및 그 관련된 신호처리소자의 동작을 제어하는 부수
적인 감시 제어회로와 함께, 종래의 RF 증폭기 회로소자의 소정의 배치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회로 및 소자의 구성과, 
그들이 다른 통신기기와 인터페이스되는 방법은 본 발명에 속하는 이들 특정한 상세만을 나타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블록도로 도면에 도시되어 있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서 분명해지는 상세들로 그 설명이 더 분명해
질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블록도는 주로 종래의 기능적인 그룹핑으로 사전왜곡 보상 배치의 주 구성소자를 나타내도록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본 발명은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적응성 사전왜곡 정정 기구와 피드포워드 오류 정정 루프를 결합하는 RF 전력 증폭기 신호처리 
시스템의 비제한적인 예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1의 도식의 예증 및 다른 도면에 있어서, 다양한 신호흐름경로
에 포함된 전력 분할기 및 삽입 지연 보상회로는 도면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시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왜곡작용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주 RF 증폭기(20)에 의해 증폭되어야 할 입력신호 S in (t)
은 입력링크(1)를 통해서 점선 100으로 표시된 사전왜곡 정정 기구에 공급된다. 사전왜곡 정정 기구는 입력신호 S in (
t)을 수신하도록 결합된 제 1 입력(11)과, 주 RF 전력 증폭기(20)에 결합된 출력(13)을 갖는 사전왜곡 변조기(10)를 
포함한다. 입력신호 링크(1)는 일의 함수 발생부(30)와 감산부(40)의 제 1 (+)입력(41)에 더 결합된다. 감산부(40)
의 제 2 (-)입력(42)은 입력신호 S in (t)의 정확한 복사 + 첨부한 왜곡/오류신호 E(t)의 (1/K) 소수값을 산출한 양
으로 RF 전력 증폭기(20)에 의해 생성된 출력신호 S out =KSin (t)+E(t)의 소수부로부터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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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증폭기 출력신호 Sout (t)는 증폭된 입력신호 S in (t)과 왜곡 또는 노이즈항 E(t)의 결합이기 때문에, 감산부(40)
의 출력(43)은 RF 오류 E(t)만을 포함할 것이다. 이 RF 오류항 E(t)는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60)의 제 1 입력(61)
에 결합된다. 이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60)의 출력(63)은 사전왜곡 변조기(10)의 제 2 입력(12)에 결합된다. 이 사전
왜곡 함수 발생기(60)의 제 2 입력(62)은 일의 함수 발생부(30)로부터 도출된다.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60)는 일의 함수 발생부(30)에 의해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에 제공된 일의 함수에 근거하여, 소
정의 사전왜곡 함수를 발생하도록 동작한다. 그래서, 이 소정의 사전왜곡 함수는 입력신호 S in (t)이 RF 증폭기(20)의 
전송함수에 영향을 받기 전에 미리 처리되거나 변조되도록 사전왜곡 변조기(10)에 결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입력
신호 Sin (t)은 증폭기(20)의 출력에서 예상된 왜곡과 이상적으로 같거나 반대이도록 사전에 결정되었던 보상 특성에 
의해 사전왜곡되기 때문에, 이 입력신호가 RF 증폭기의 전송함수에 영향을 받았을 때, 사전왜곡 신호는 그 예상된 왜곡
작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이다. 이 사전왜곡은 감산부(40)의 출력(43)에서 오류신호 E(t)를 추적하여 사전왜곡 함
수 발생기(60)와 이 오류신호를 결합함으로써 적응되게 되므로, 사전왜곡 변조기(10)에 공급되는 사전왜곡 함수는 증
폭기 출력의 오류신호성분에서 모니터된 변화에 의해 갱신된다.

증폭기 출력신호 Sout (t)에서의 오류신호성분 E(t)가 사전왜곡 변조기(10)의 동작에 의해 크게 감소되더라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어떤 '감소된 사전왜곡' 오류신호성분 E(t)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주 RF 증폭기(20)의 
출력신호 Sout (t)가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200)에 결합된다.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200)는 주 RF 증폭기(20)의 출
력 결합된 제 1 입력(71)과 보조 RF 오류 증폭기(80)의 출력에 결합된 제 2 입력(72)을 갖는 감산부(70)를 더 포함
한다. 보조 RF 오류 증폭기(80)는 감산기(40)의 출력(43)에서 생성된 오류신호성분 E(t)를 수신하도록 결합된다.

상기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사후처리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200)는 주 RF 증폭기의 출력신호 S out (t)로부터 추출
되었던 오류신호 E(t)의 소수부를 수신하고, 그 추출된 왜곡신호 E(t)를 적당한 레벨로 증폭한 후, 증폭된 오류신호 E
(t)를 다시 (감산부(70)의 (-)입력(72)을 통해서) 주 RF 증폭기(20)의 출력경로로 재삽입하도록 결합되어, 감산부
(70)의 출력(73)에서 증폭기 왜곡신호성분 E(t)가 출력신호 S out (t)로부터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주 RF 증폭기의 출
력신호 내의 오류신호성분 E(t)가 주 RF 증폭기(20)의 업스트림이 설치된 사전왜곡 기구(100)에 의해 매우 낮은 레
벨 또는 최소의 레벨로 상당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보조 RF 오류 증폭기(80)에 의해 오류신호 E(t)에 주어진 이득은 
주 RF 증폭기(20)에 의해 제공될 필요가 없어, 보조 RF 오류 증폭기(80)는 비교적 감소된 복잡성 및 염가의 RF 증폭
회로를 이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도 2는 사전왜곡 변조기에 의해 사용된 일의 함수에 근거한 사전왜곡 신호를 발생하여 반복해서 조절하는, 상기 언급된 '
239 애플리케이션에 기술된 신호 포락선에 의존하는 적응성 사전왜곡 정정 기구를 내장한 도 1의 RF 전력 증폭기 신
호처리 시스템을 실행하는 회로의 비제한적인 예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력신호 링크(1)는 입력신호 S in (t)을 2개의 신호경로(105, 107)로 분할하는 입력 전력 
분할기(101)의 입력(103)에 결합된다. RF 증폭기(116)를 통해서 제 1 또는 주 신호경로(105)는 τ초의 삽입지연을 
입력신호 Sin (t)에 준다. 제 1 신호경로(105)는 전력 분할기(108)를 더 포함하고, 이 전력 분할기의 제 1 출력(121)
은 도 1의 계통도의 일의 함수 발생기(30)에 대응하는 일의 함수 발생부(130)의 입력(131)에 결합된다. 전력 분할기
(108)의 제 2 출력(122)은 도 1의 계통도의 사전왜곡 변조기(10)에 대응하는 입력신호 사전왜곡부(110)의 입력(1
11)에 결합된다.

입력신호 사전왜곡부(110)의 출력(112)은 도 1의 주 RF 전력 증폭기(20)에 대응하는 RF 전력 증폭기의 입력(114)
에 결합된다. 출력신호 Sout (t)가 도출되는 RF 전력 증폭기(116)의 출력(118)은 지향성 결합기(123)를 통해서 도 
1의 계통도에서 감산부(70)에 대응하는 결합부(124)에 결합된다. 지향성 결합기(123)는 증폭된 출력신호 S out (t)를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의 다운스트림 결합부(124)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신호 비교기(180)의 제 1 입력(181)에 출력
신호의 소수부를 공급한다. 결합부(124)는 (증폭된) RF 오류신호성분을 다시 주 RF 증폭기(116)의 출력(118)으로 
재삽입하도록 동작하므로, 결합부(124)의 출력(125)에서, 증폭기 왜곡신호성분 E(t)는 주 RF 증폭기(116)에 의해 
생성된 출력신호 Sout (t)로부터 효과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결합부(124)는 도 1의 오류 증폭기(80)에 대응하는 비교적 이득이 낮은 보조 RF 오류신호 증폭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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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의 출력에 결합된다.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왜곡 정정 기구는 (20dB이상의 인자로) 주 RF 증폭기의 출력
신호 내의 오류신호성분 E(t)를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조 RF 오류 증폭기(190)의 전력 범위는 주 RF 증폭기(2
0)의 전력범위에 속할 필요가 없어, 보조 RF 오류 증폭기(190)는 비교적 감소된 복잡성 및 염가의 회로를 이용하여 실
행될 수 있다. 보조 RF 오류신호 증폭기(190)의 출력은 (도 1에서의 감산부(40)에 대응하고, 후에 설명되는 도 5에 
상세히 도시된) 신호 비교기(180) 내의 벡터 합성기의 오류신호출력을 증폭하도록 결합된다.
    

비제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입력신호 사전왜곡부(110)는 신호경로(105)에서 RF 증폭기의 입력에 직렬로 접속된 빠
른 가변 감쇠기 및 빠른 위상 시프터와 같은 한 쌍의 이득 및 위상 조절회로를 구비할 것이다. 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이득 및 위상 조절회로는 RF 전력 증폭기에 대한 입력신호의 순간적인 진폭의 각각 서로 다른 일의 함수로부터 도
출되는 사전왜곡 제어신호에 따라, RF 증폭기(116)에 대한 입력신호 S in (t)의 위상 및 진폭성분을 사전에 왜곡하도록 
동작한다. 이들 일의 함수 신호를 (가중 계수 WCi의 프로세서 제어에 의해) 적응할 수 있게 조절하여, 신호 비교기(1
80)에 의해 측정된 대로 RF 증폭기에 의해 도입된 왜곡을 나타내는 오류를 최소화한다.

일의 함수 발생부(130)는 복수개의 서로 다른 일의 함수 대표신호 WF 1 (t), WF 2 (t), ..., WF n(t)를 발생하도록 동작
하고, 이 일의 함수 신호의 각각은 상기 언급한 '239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증폭되는 입력신호 S in (t)의 순간 진폭의 함
수일 것이다. 일의 함수 발생부에 의해 발생되는 순간 진폭에 근거한 일의 함수의 형태의 비제한적인 예는 입력(131)
이 결합되는 포락선 검파기(132)로부터 도출된 제 1 일의 함수 신호 WF 1 (t)을 포함한 것으로, 도 3의 회로도에 도시
되어 있다.

포락선 검파기(132)의 출력은 입력신호 S in (t)의 포락선 또는 순간 진폭 A(t)에 정비례한다. 입력신호 S in (t)의 순간 
진폭 A'(t)의 미분에 비례하는 제 2 일의 함수 신호 WF 2 (t)는 포락선 검파기(132)의 출력 A(t)를 수신하도록 결합
된 미분회로(133)에 의해 발생된다. 입력신호 S in (t)의 순간 진폭 A2 (t)의 제곱에 정비례하는 제 3 일의 함수 신호 
WF3 (t)은 포락선 검파기(132)의 출력 A(t)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자승회로(134)로부터 도출된다.

일의 함수 발생부(130)에 의해 발생된 각 일의 함수 신호 WF i(t)는 본 발명의 적응성 왜곡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상
기 도 3에 예시된 3종류의 신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또 일의 함수 신호가 반드시 그러한 신호를 포함해야 하는 것
도 아니다. 또 비제한적인 예로서, 입력신호 S in (t)의 순간진폭 A(t)의 미분의 미분(2번 미분)에 비례하는 신호 A''(
t), 입력신호 S in (t)의 순간진폭 A(t)의 3제곱에 비례하는 신호 A 3 (t), 및 상수 M - 입력신호 S in (t)의 순간진폭 A
(t)에 비례하는 신호(M-A(t)) 등의 다른 형태의 신호도 이용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일의 함수 신호 WF i(t)는 사전왜곡부(110) 내의 이득 및 위상 조절회로에 인가되는 각 
진폭 및 위상 사전왜곡 제어신호를 형성하도록 결합되기 전에, 도 1의 계통도에서의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60)에 대응
하는 가중 계수 곱셈부(135)에서 제어가능하게 가중치를 받거나, 스케일되고, 오류 측정 신호 비교기(180)에 의해 생
성된 오류 측정 출력에 따라 가중 계수 발생기(140)에 의해 발생된 각 진폭 및 위상 관련 가중 계수 WC Ai 및 WC??i 와 
일의 함수 신호의 각각을 곱셈하도록 동작한다. (일의 함수 신호와 진폭 및 위상 관련 가중 계수의) 각 적(product)은 
각각의 진폭 및 위상 사전왜곡 제어신호 내에 합계된다. 이들 진폭 및 위상 왜곡 제어신호(또는 위상 직교(I 및 Q)신호)
는 입력신호에 대하여 RF 증폭기(116)의 왜곡효과의 보수를 도입하는 식으로 입력신호 S in (t)의 진폭 및 위상을 제어
가능하게 변조하도록 라인(113A, 113??)을 통해서 결합되어, 사전왜곡부(110)에 인가된다.

'239 애플리케이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신호처리 기구를 통해서 일의 함수 신호가 제어가능하게 가중치를 받고, 입력
신호를 사전에 왜곡하도록 일의 함수 신호가 결합되도록 하는 신호처리 기구는 적응성 등화기의 횡단선의 필터 구조에 
사용된 기술과 비슷하여 신호 전파 경로 내에 도입된 왜곡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있
어서는, 각 일의 함수 신호 WFi(t)가 지연선의 연속하는 탭(tap)으로부터 도출되기보다는 오히려 입력신호 S in (t)의 
순간 진폭/포락선 A(t)의 각각 서로 다른 함수 F(A(t))로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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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끝으로,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의 함수 발생부(130)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서 각각 서로 다른 일의 함수 
대표신호 WF1 (t), WF 2 (t), ..., WF n(t)는 동위상 및 직교 가중 계수 곱셈기 150-1I/150-1Q, 150-2I/150-2Q, ..., 
150-nI/150-nQ의 각 쌍의 제 1 입력으로서 인가된다. 각 동위상 가중 계수 곱셈기 150-iI의 제 2 입력은 가중 계수 
발생기(140)로부터 각 진폭 가중 계수 WCAi 를 수신하도록 결합되고, 각 직교위상 가중 계수 곱셈기 150-iQ의 제 2 
입력은 가중 계수 발생기(140)로부터 각 위상 가중 계수 WC ??i 를 수신하도록 접속된다. 따라서, 곱셈기(150)의 출력
은 각각 다른 일의 함수 대표신호 WF1 (t), WF 2 (t), ..., WF n(t)의 복잡하고, 스케일되거나 가중치를 받은 버전이다.

가중 계수 곱셈부(135)는 가중 계수 곱셈기(150)에 의해 수행되는 곱셈동작에 덧붙여, ∑ I가산부(155) 및 ∑Q 가산부
(15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동위상(I) 또는 진폭(A) 관련 신호적과, 직교위상(Q) 또는 위상(ø) 관련 신호적 출력
을 합계하도록 동작한다. 가산부(155)에 의해 생성된 합성 (합계된)진폭신호는 라인(113A)을 통해서 사전왜곡부(1
10) 내의 이득 조절회로에 접속되어, 입력신호 S in (t) 내로 사전에 왜곡된 진폭신호성분을 주입하는 것을 제어한다. 
마찬가지로, 가산부(157)에 의해 생성된 합성 (합계된)위상신호는 라인(113ø)을 통해서 사전왜곡부(110) 내의 위
상 조절회로에 접속되어, 입력신호 Sin (t) 내로 사전에 왜곡된 위상신호성분을 주입하는 것을 제어한다.

    
가중 계수 발생기(140)는 디지탈신호 프로세서와, 신호 비교기(180)와 프로세서의 입력포트를 인터페이스하는 관련
된 아날로그 디지탈회로(ADC)와, 가중 계수 곱셈부(135) 내의 각 가중 계수 곱셈기(150)와 프로세서를 인터페이스
하는 디지탈 아날로그 변환회로(DAC)를 구비한다. 가중 계수 발생기(140)에 의해 사용된 이 프로세서는 반복해서 조
절가능한 가중 계수 WC1, WC2, ..., WCn 중 하나의 크기 및 극성을 반복해서 교란하거나 또는 갱신하도록 동작하는 
종래의 오류 최소화 알고리즘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신호 비교기(180)에 의해 공급된 진폭 및 위상 차동 신호 
δA(t) 및 δø(t)을 최소화한다. 이 목적을 위해 실행되는 오류 최소화 알고리즘의 비제한적인 예는 최소 제곱 평균(
LMS) 알고리즘, 최하강하(경사) 알고리즘, 인자변환 정정 알고리즘 및 다양한(무작위) 수치검색 알고리즘 등과, 그것
의 등가물을 포함한다.
    

'239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얻은 예에 있어서, 증폭기 출력신호 S(t)에서 오류를 측정하는 것은, 시간 도메인 디바이
스인 신호 비교기(180)에 의해 달성된다. 시간 도메인 디바이스의 일례로서는 코히어런트 수신기가 있는데, 이 코히어
런트 수신기의 비제한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도 5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코히어런트 수신기는 지연된 입력신호 
Sin (t)과 출력신호 Sout (t)의 베이스밴드 처리를 수행하고, 입력(181, 182)에 인가된 신호의 진폭 및 위상성분에서의 
차이를 각각 나타내는 진폭 및 위상 차동 신호값 δA(t) 및 δø(t)을 발생한다. 이들 진폭 및 위상 차동 신호값 δA(
t) 및 δø(t)은 각 출력선(183, 184)을 통해서 가중 계수 발생기(140)에 결합된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력신호 S in (t)이 지연선(119)을 통해서 전력 분할기(101)로부터 인가되는 신호입력(18
2)은 전력 분할기(200)의 입력(201)에 결합되고, 이 전력 분할기의 제 1 출력(202)은 라인(204)을 통해서 벡터 합
성기(210)의 제 1 입력(211)에 결합된다. 벡터 합성기(210)의 제 2 입력(212)은 지향성 결합기(123)로부터 입력(
181)에 결합되고, 증폭기 출력신호 + 소망의 신호 내에 도입된 어떤 오류를 지향성 결합기(123)로부터 수신한다. 벡
터 합성기(210)에 대한 입력(181)의 신호성분은 이상적으로 진폭은 동일하지만 위상이 입력(182)에서의 신호와 18
0°벗어나 있기 때문에, 벡터 합성기(210)의 출력(213)은 오류항만 포함해야 한다.

    
벡터 합성기의 출력(213)은 증폭회로(215)를 통해서 연결되고, 전력 분할기(220)의 입력(221)에 인가된다. 전력 분
할기(220)의 제 1 출력(222)은 혼합기(230)의 제 1 포트(231)에 연결된다. 전력 분할기(220)의 제 2 출력(223)은 
혼합기(240)의 제 1 포트(241)에 연결된다. 혼합기(230)에 대한 제 2 입력(232)은 직교 전력 분할기(250)의 제 1 
출력(252)으로부터 도출되고, 직교 전력 분할기(250)의 제 2 출력(253)은 제 1 출력(252)과 위상이 90°벗어나 있
고, 혼합기(240)의 제 2 입력(242)에 연결된다. 직교 전력 분할기(250)는 직교 하이브리드, 또는 90°위상 시프터/
지연선 또는 그것의 등가물과 연결된 전력 분할기를 구비한다. 직교 전력 분할기(250)의 입력(251)은 감쇠기(261) 
및 지연(263)을 통해서 증폭기(265)의 출력에 연결되고, 증폭기(265)의 입력은 전력 분할기(200)의 제 2 출력(20
3)에 연결된다. 각 혼합기(230, 240)의 출력(233, 243)은 적분회로(271, 272) 및 버퍼/증폭회로(281, 282)를 통
해서 출력선(183, 184)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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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230)의 2개의 입력(231, 232)은 실제로 동위상 신호성분이기 때문에, 혼합기(230)에서의 이들 2개의 성분의 
곱셈에 의해 그것의 출력의 적(왜곡되지 않은 신호 × 참조신호 S(t)와 동위상인 오류소자의 부분)가 진폭 오류량을 
나타내게 된다. 반대로, 혼합기(240)의 2개의 입력(241, 242)은 실제로 서로 위상이 90°의 범위밖에 있기 때문에, 
혼합기(240)에서의 이들 2개의 소자의 곱셈에 의해 그것의 출력의 적(왜곡되지 않은 신호의 90°지연된 버전 × 참조
신호 S(t)와 위상이 다른 오류소자, 즉 위상 오류소자의 부분)이 위상 오류량을 나타내게 된다.
    

도 6 및 도 7에 도식으로 나타낸 선택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증폭기 출력신호 S out (t)에서 오류를 측정하는 것은 주파
수 도메인 디바이스에 의해 달성될 것이다. 도 6에 나타낸 실례에 있어서, 오류측정은 도 7에 상세히 나타낸 스펙트럼 
측정부(280)에 의해 수행되고, 이 스펙트럼 측정부(280)는 지향성 결합기(123)를 통해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증폭기 
출력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소정의 부분에 에너지가 존재하는지를 찾아서, 출력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입력신호
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다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지향성 결합기(123)의 출력은 RF 입력신호 S out (t)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감산부(290)를 포함하는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에 더 연결된다. 감산부(290)의 출력은 도 2에서와 같이 보조 
증폭기(190)에 연결된다.

스펙트럼 측정부(280) 내의 저주파수 (베이스밴드)필터에서의 에너지의 양은 소망의 신호보다는 오히려 오프셋 주파
수에서의 스펙트럼 왜곡에 대응한다. 스펙트럼 측정부(280)로부터의 원하지 않은 에너지 측정 출력은 라인(285)을 통
해서 가중 계수 발생기(140)에 연결된다. 이 에너지 값에 응답하여, 가중 계수 발생기(140)에 의해 발생되어 가중 계
수 곱셈부(135)에 공급되는 가중 계수를 조절하여 RF 증폭기(116)의 출력에서의 스펙트럼 재성장 성분을 최소화한다.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펙트럼 측정부(280)는 RF 증폭기의 출력에서 지향성 결합기(123)에 연결된 이득 제어 증
폭회로(300)를 구비한다. 이득 제어 증폭기(300)의 출력은 증폭기(300)를 통해서 이득을 보존하여, 처리되고 있는 
신호에서의 피크가 다운스트림 자승회로(320)의 연산을 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동작하는 자동 이득 제어 AGC 
회로(302)와 연결된다. AGC 회로(302)의 출력은 전력 레벨 설정 패드(304)를 통해서 연결되고, 전력 레벨 설정 패
드(304)의 출력은 전력 분할기(312)에 연결된다. 전력 분할기(312)의 2개의 출력(314, 316)은 혼합기(곱셈기)(3
20)로서 실행되는 자승회로의 입력에 연결되고, 자승회로의 출력은 전력 레벨 설정 패드(324)를 통해서 연결되어, 밴
드패스 필터(330)에 인가된다. 필터(330)의 패스밴드는 원하지 않은 스펙트럼 재성장 밴드(원하지 않은 신호 에너지)
에서 주파수를 전달하도록 설정된다. 밴드패스 필터(330)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는 피크 검출회로(340)에 연결되고, 
피크 검출회로(340)의 출력(342)은 가중 계수 발생기(140)에 연결된다. 이 피크값(RF 증폭기 출력신호에서의 원하
지 않은 에너지를 나타낸다)은 라인(285)을 통해서 가중 계수 발생기(140)에 연결된다.
    

밴드패스 필터에 의해 전달된 에너지는 원하지 않은 신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폭기 출력에서의 오류를 
나타낸다. 가중 계수 발생기(140)는 가중 계수 곱셈부(135)에 공급된 가중 계수를 조절하도록 이전에 언급된 오류 최
소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오류 최소화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스펙트럼 재성장 소자를 최소화하는 것에 의해 RF 증폭기
의 출력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한다.

    
상기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의 RF 전력 증폭기 선형화 방식은 상기 언급한 '239 애플리케이션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은 적응성 사전왜곡 기구의 함수를 이용하고, 그것을 피드포워드 RF 증폭기 오류 정정 루프와 결합시킴으로
써, 사전왜곡 변조에 의해 증폭된 신호에 주어지는 대역외 노이즈 및 광대역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RF 증폭기의 출력신호 내의 왜곡성분은 피드포워드 루프에서의 감소된 복잡성 및 염가의 보조 RF 오류 증폭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감소된 레벨로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몇몇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원에 설명된 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분명해지도록 그러한 변형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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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4.

제 36 항에 있어서,

단계 (e)는 동작의 전력범위가 상기 RF 전력 증폭기의 전력범위보다 적은 보조 RF 오류 증폭기로 단계 (a)에서 추출
된 상기 왜곡 신호성분을 증폭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 전력 증폭기에서의 왜곡 정정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는 상기 RF 증폭기의 출력 및 상기 보조 RF 오류 증폭기의 출력에 연결된 감산부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 전력 증폭기 내의 왜곡 정정방법.

청구항 8.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왜곡 함수는 상기 RF 증폭기의 출력신호 내의 상기 왜곡신호에 따라 발생된 각 진폭 및 위상 성분 관련 가중 
계수에 의해 제거가능하게 가중치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 전력 증폭기에서의 왜곡 정정방법.

청구항 33.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왜곡신호 추출부는 상기 RF 증폭기에 의해 생성된 출력신호의 소정의 스펙트럼 부분에서 에너지를 측정하여, 상
기 RF 증폭기의 출력신호에 포함된 오류의 주파수 도메인 측정을 도출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청구항 34.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왜곡신호 추출부는 상기 출력신호의 소망의 주파수 내용을 제외하고 주파수 패스 밴드를 갖는 밴드패스 필터를 포
함하고, 상기 RF 증폭기에 의해 증폭된 출력신호 내의 왜곡을 표시하는 상기 패스밴드에 포함된 에너지를 측정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청구항 35.

(a) RF 전력 증폭기에 공급된 입력신호 및 RF 전력 증폭기에 의해 증폭된 출력신호를 모니터하고, 상기 증폭된 출력신
호의 포락선의 변동율에 의하여 변화하는 왜곡신호를 상기 출력신호로부터 추출하는 단계와,

(b) 상기 증폭기에 대한 상기 입력신호의 순간진폭을 모니터하고, 상기 입력신호의 순간진폭의 변동에 의하여 변화하
는 적어도 한개의 일의 함수를 발생하는 단계와,

(c) 사전왜곡 함수가 상기 증폭된 출력신호의 포락선의 변동율에 의하여 변화하도록, 단계 (a)에서 추출된 상기 왜곡
신호 및 단계 (b)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상기 입력신호의 순단 진폭의 상기 적어도 한개의 일의 함수에 따라 사전왜곡 
함수를 발생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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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단계 (c)에서 발생된 상기 사전왜곡 함수에 의해 상기 입력신호를 사전왜곡함으로써, 상기 증폭된 출력신호의 포
락선의 변동율로 상기 RF 증폭기에 의해 증폭되어야 할 상기 입력신호를 적응할 수 있게 사전왜곡하는 단계와,

(e) 상기 RF 전력 증폭기로부터 증폭된 상기 출력신호를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에 제시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RF 전력 증폭기에서의 왜곡 정정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단계 (e)는 상기 RF 전력 증폭기로부터 증폭된 출력신호와 단계 (a)에서 추출된 상기 왜곡신호를 결합하여, 상기 RF 
전력 증폭기에 의해 증폭된 출력신호의 왜곡신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 전력 
증폭기에서의 왜곡 정정방법.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왜곡 함수는 일반적으로 상기 RF 쯩폭기의 출력에서 예상된 왜곡과 상보적인 왜곡 보상 특성을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RF 전력 증폭기에서의 왜곡 정정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단계 (b)는 상기 모니터된 입력신호의 복수의 각각 다른 일의 함수를 발생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단계 (c)는 단계 (a)
에서 추출된 상기 왜곡신호에 따라 상기 복수의 각각 다른 일의 함수를 제어가능하게 조절하고, 제어가능하게 조절된 
각각 다른 일의 함수의 결합에 따라 상기 사전왜곡 함수를 발생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 전력 증폭기
에서의 왜곡 정정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단계 (c)는 상기 왜곡신호를 감소시키도록 동작하는 왜곡신호 최소화 기구에 따라 복수의 가중치를 발생하고, 상기 가
중치에 따라 상기 복수의 각각 다른 일의 함수를 조절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 전력 증폭기에서의 
왜곡 정정방법.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단계 (a)는 상기 입력신호 및 상기 출력신호를 코히어런트 수신기에 인가하여 상기 왜곡신호를 추출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 전력 증폭기에서의 왜곡 정정방법.

청구항 41.

RF 전력 증폭기에서 왜곡을 정정하는 신호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RF 전력 증폭기에 의해 증폭되어야 할 입력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되고, 상기 입력신호의 순간 진폭의 변동에 의
하여 변화하는 적어도 한개의 일의 함수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일의 함수 발생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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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신호 및 상기 RF 전력 증폭기에 의해 증폭된 출력신호를 모니터하고, 상기 증폭된 출력신호의 포락선의 변동
율에 의하여 변화하는 왜곡신호를 상기 출력신호로부터 추출하도록 결합된 왜곡신호 추출부와,

상기 일의 함수 발생기 및 상기 왜곡신호 추출부에 결합되고, 상기 왜곡신호 및 상기 입력신호의 순간 진폭의 적어도 한
개의 일의 함수에 따라 사전왜곡 함수를 발생하여, 사전왜곡 함수가 상기 증폭된 출력신호의 포락선의 변동에 의하여 
변화하도록 동작하는 사전왜곡 함수 발생기와,

상기 RF 전력 증폭기에 의해 증폭되어야 할 입력신호의 경로 내에 결합되고, 상기 사전왜곡 제어함수에 의해 상기 입력
신호를 사전왜곡함으로써, 상기 증폭된 출력신호의 포락선의 변동율로 상기 입력신호를 적응할 수 있게 사전왜곡하도록 
동작하는 사전왜곡 변조기와,

회로에서 상기 RF 전력 증폭기의 출력과 접속된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포워드 정정 루프는 상기 왜곡신호 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상기 왜곡신호를 증폭하는 RF 오류 증폭기와, 상기 
RF 증폭기로부터 증폭된 출력신호에서 상기 왜곡신호를 감산하여, 상기 RF 전력 증폭기로부터 증폭된 상기 출력신호
에서 왜곡신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결합된 신호 결합부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RF 오류 증폭기는 동작의 전력범위가 상기 RF 전력 증폭기의 전력범위보다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시
스템.

청구항 44.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왜곡 함수는 일반적으로 상기 RF 증폭기의 출력에서 예상된 왜곡과 상보적인 왜곡 보상 특성을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청구항 45.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왜곡 변조기는 상기 RF 전력 증폭기에 의해 증폭되어야 할 상기 입력신호의 각 진폭 및 위상성분을 적응할 수 
있게 조절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청구항 46.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일의 함수 발생기는 상기 입력신호의 복수의 각각 서른 일의 함수를 발생하도록 동작하고, 상기 사전왜곡 함수 발
생기는 상기 왜곡신호에 따라 상기 복수의 각각 다른 일의 함수를 제어가능하게 조절하고, 제어가능하게 조절된 각각 
다른 일의 함수에 따라 상기 사전왜곡 함수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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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시잔왜곡 함수 발생기는 상기 왜곡신호를 감소시키는 왜곡신호 최소화 기구에 따라 복수의 가중치를 발생하고, 상
기 가중치에 따라 상기 복수의 각각 다른 일의 함수를 조절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청구항 48.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왜곡신호 추출부는 코히어런트 수신기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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