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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인덱싱 함수 Tanh로 구 한 디지털 치 왜곡을

이용한 RF 력증폭기의 선형성 향상

Linearity Enhancement of RF Power Amplifier Using Digital 

Predistortion with Tanh as a Nonlinear Index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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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900 MHz 역에서 동작하는 RF 력증폭기의 선형성 향상을 한 디지털 치 왜곡을 구

하 다. 비선형 인덱싱 함수로 tanh를 사용하여 디지털 치 왜곡을 구 하여, 신호 진폭에 비례하는 인덱싱 함

수로 구 하기 이 의 디지털 치 왜곡과 비교하여 선형성 향상을 검증하 다. 디지털 치 왜곡은 Look-up 

Table(LUT) 방식으로 구 하 으며, 시뮬 이션을 하여 력증폭기의 모델링은 Saleh 모델을 용하 고, 실

제 측정을 하여 상용 증폭기를 사용하 다. LUT의 크기는 256개의 Table로 구 하 으며, 추정을 한 응형

알고리즘으로는 NLMS(Normalized Least Mean Square)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인 채

설비(ACLR)를 15 dB까지 개선시킬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 digital predistortion(DPD) for linearity enhancement of RF power amplifier operating in 

900 MHz band. We verify improvement of linearity by comparing the proposed DPD using tanh as a nonlinear indexing 

function and the DPD using linear indexing function based on signal amplitude. The digital predistortion is realized 

by look-up table(LUT) method, and the Saleh model is employed for power amplifier modeling, then a commercial 

power amplifier module is used for measurement. The LUT has 256 tables, and the NLMS(Normalized Least Mean 

Square) algorithm was utilized for an adaptive algorithm for estimation. As a result, we improve the ACLR(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by around 15 dB. 

Key words : Digital Predistortion, Power Amplifier, Indexing Function, Look-Up Table, tanh

Ⅰ. 서  론      

RF 시스템을 이루는 블록 에서 성능 경제

인 측면 모두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력증폭기는

디지털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의 발 에 힘입어 그

요구 성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지

국이나 단말기 모두 력증폭기가 갖추어야 할 요건

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

로 선형성과 효율이다. 단말기 력증폭기의 에

서 보면 사용 배터리 시간을 늘리기 하여 효율의

증 가 선형성보다 더 요한 요소이지만, 기지국에

서 사용하는 력증폭기는 선형성의 요구 사항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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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는 재의 발 된 디지털 통

신 시스템에 제한된 채 용량을 두고 주 수의 사

용을 복하여 하고 있으므로, 채 간 간섭을 최

한 이기 하여 선형성에 한 요구 사항을 갈수

록 높이고 있다. 따라서 기지국에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선형성 향상은 비선형 으로 동작하는

력증폭기의 특성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

역에서 디지털 치 왜곡을 구성하여 선형성을 향

상시키는데 있다.   

재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력증폭기에 한

선형성에 한요구를강화하고있다. 특히 OFDM(Or-

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나 WCD-

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와 같은

이동 통신 시스템 방식에서 력증폭기의 비선형성

은 출력 신호의 side-band 스펙트럼을 늘어나게 해

높은 주 수 채 에서 바로 채 간의 간섭을 더

욱 커지게 한다, 이에 한 해법으로 많은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로 디지털 신호 처리를 이

용한 디지털 치 왜곡이 최근 두가 되고 있다. 디

지털 치 왜곡 기술은 효율 성능에서 가장 우수

한 특성을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 소

트웨어의 기술을 이용하여 유연하게 환경에 따라

서 력증폭기의 선형성 향상을 하여 여러 변수들

을 사용하여 하게 성능을 조 할 수 있다. 여기

에 응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력증폭기가 열과

같은 원인으로 변하게 되는 주 환경에서 특성이

변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

므로 더욱 크게 각 을 받고 있다.

디지털 치 왜곡에 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으

로 연구가 되어 왔다. 특히 높은 성능을 가지는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치 왜곡에 추가 인 인덱싱 함

수를 구 한 블록을 설계, 추가함으로써 성능을 더

욱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 다. 본 연구는 자들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
[1]
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제안한 디

지털 치 왜곡을 실제 측정하여 성능 향상을 증명

하 다. 

Ⅱ장에서는 통 인 디지털 치 왜곡과 제안하

는 디지털 치 왜곡의 차이 을 설명하 고, Ⅲ장

에서는 시뮬 이션 결과를, Ⅳ장에서는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Ⅴ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Ⅱ. 안하는 디지털 치 왜곡 

2-1 LUT(Look-Up Table) 식의 디지털 치 왜곡 

LUT 방법은 력증폭기 모델에 한 역함수를

추정하여 메모리에 반복 으로 장하고, 한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다. 입력 신호 크기별로 LUT의

메모리에 력증폭기 모델에 한 역함수를 장하

고, 입력 RF 신호에 치 왜곡을 하는 것이다
[2],[3]

. 

LUT 방식으로 력증폭기 특성을 추정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정을 하느냐에 따라 치 왜

곡의 성능이 달라지고, 한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

서도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4],[5]. 력증폭기의 특성

을 추정하기 하여 본래의 RF 입력 신호와 디지털

치 왜곡을 사용한 력증폭기의 출력 RF 신호의

error를 추정하는 데, 이를 해 다양한 응형 알고

리즘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1은 통 인 LUT 방식의 디지털 치 왜곡

구조도로서, 입력 신호와 력증폭기의 출력 신호를

받아 응형 알고리즘을 통해 력증폭기의 역함수

를 추정하고, 추정한 역 함수를 입력 신호의 크기별

로 LUT에 장한다. 장한 역 함수를 로드하여 입

력 신호에 치 왜곡을 수행한다.

LUT에 어드 싱을 하는 것은 력증폭기의 비선

형 특징이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어

드 싱 한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력 신호를 크기에 맞게 나열하고, 이

의 어드 스를 LUT에서 찾아서, 찾아온 데이터와

입력 신호와의 치 왜곡을 수행하게 된다
[4]

. 따라서

어드 스를 잘못 나열하게 된다면 다른 신호가

생성이되고, 오히려왜곡이심하게 되어 수신단에서

그림 1. 통 인 LUT 디지털 치 왜곡 구조도

Fig. 1. Conventional digital predistortion using L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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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신호를 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LUT 방법에 의한 디지털 치 왜곡 블록

을 구성하 으며, LUT는 력증폭기의 출력을 피드

백 받아서 역 함수를 구 하는데 아주 세 하게 그

특성을 따라 가면서 모델링할 수 있다. 이 게 특성

을 표 하는 역에 LUT를 사용하면 아주 작게 나

뉘어진 입력 력 역에서도 정 하게 력증폭기

의 역 함수를만들 수 있어서 디지털 치 왜곡을 구

성하기 한 조건에 유리하다. 

2-2 안하는 디지털 치 왜곡

기존에 연구되었던 디지털 치 왜곡은 알고리즘

의 변화를 주거나 력증폭기의 모델링에 변화를 주

어 선형성을 증가시키는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문들과 더불어 LUT 방식에

서 사용하는 어드 싱을 비선형 인덱싱 함수로 사용

함으로써 디지털 치 왜곡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림 2는 LUT에 장되어 있는 치 왜곡을 한

데이터에 한 어드 싱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

고 있으며, 력증폭기의 입력과 출력을 이용하여

력증폭기의 특성 데이터를 추정한 후 이를 LUT에

장하게 된다. 

어드 싱을 해주는 인덱싱 함수에는 선형 모델과

비선형 모델이 존재한다
[6]

. 선형 모델은 어드 싱 기

법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며, 력증

폭기의 비선형 특성은 입력 신호의 크기에 의해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치

왜곡을 수행할 때에도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LUT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로딩하여 치 왜곡

을 수행한다. 이 때, 로딩 과정에서 단지 입력 신호

의 크기에 따라서 선형 으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

이 선형 모델이며, 인덱싱 어드 스의 구간을 모두

같게 하는 것이다. 선형 모델의 수식은 다음과 같으

그림 2. LUT 방식에서의 어드 싱

Fig. 2. Addressing in LUT method.

며, 신호의 진폭에 비례하여 등 간격으로 어드 싱

을 하는 방법이다. 
 

   (1)
 

여기서 은 입력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고 ･는

인덱싱 함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함수를 이용하면

어드 싱을 등 간격으로 균일하게 만들어 력증폭

기의 체 인 특성을 차단(cut-off) 역부터 포화

(saturation) 역까지 표 할 수 있게 된다.

비선형 어드 싱 모델은 참고문헌 [7]에서 언 한

것과 같이 력증폭기의 비선형성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포화 역에서 LUT의 공간을 많이 할당하여

그 부분에서의 추정을 더욱 세 하게 만들며, 선형

인덱싱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비선형 인덱싱

함수를 사용하면 응형 알고리즘을 통해 DPD 시스

템의 LUT 특성을 업데이트할 때, 력증폭기의 비

선형 동작 특성을 좀 더 정확히 모델링하게 되므로, 

선형성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된다. 참고문헌 [7]에서

사용한 인덱싱 방법은 본 논문과는 반 로 인덱싱

폭이 인덱싱 함수의 미분 함수 ′ 에 반비례하므

로 실제 선형성 개선에 한 효과는 본 논문과는 많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7]에서는 ′ 

이 클 때 인덱싱을 세 하게 만들었고, 본 논문은

′ 이 작을 때 인덱싱이 세 하게 된다. Tanh나

μ-law의 경우, 입력이 클 때 미분 함수는 작으나, 실

제 인덱싱은 더 세 하게 된다.  비선형 어드 싱 모

델의 로 μ-law 인덱싱 함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ln

ln

(2)
 

그리고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비선형 모

델로 Hyperbolic Tangent(Tanh)로 보다 은 LUT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높은 선형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Tanh 모델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tanh   tanh
    

(3)
 

이 수식에서의 C는 임의의 상수로 C값에 따라서

인덱싱의 폭을 조 하여 력증폭기의 역함수를 정

확하게 찾도록 도와 다. 이러한 인덱싱 함수를 사

용함으로써 수렴 속도를 향상시켜 치 왜곡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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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덱싱 함수

Fig. 3. Indexing function.

 

한 동작에 도움을 수 있다[1],[6],[7]. 

그림 3에 지 까지 언 한 3가지의 인덱싱 함수

를 나타내었는데, Tanh 함수가 높은 입력 크기에서

가장 많은 인덱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사용하여 력증폭기의 출력을 LUT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 포화 역에서 상 으로 선형 역보

다 훨씬 촘촘하게 데이터를 predistorter로 보내어

치 왜곡 함수(역함수)를 응형 알고리즘으로 찾고

자 할 때 보다 빠르게 수행하여 수렴 속도를 높이며, 

한 력증폭기의 선형화를 상 으로 보다 정확

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는 Tanh로 비선형 인덱싱 함수를 사용하여

제안한 디지털 치 왜곡의 체 블록 다이어그램이

다. 앞서 설명한 그림 2의 블록의 LUT를 어드 싱

하는 부분에 용하 으며, 그림 4에서 DAC와 ADC

를 심으로 왼편은 디지털 도메인이고, 오른편은

아날로그 도메인이다. 

입력과 출력을 받아 응형 알고리즘을 통해

력증폭기의 역 함수를 추정하고, 추정한 데이터를

LUT에 입력의 크기 별로 장하게 된다. 력증폭

기의 특성은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

문이며, 장할 때에는 비선형 인덱싱 함수를 사용

하여 력증폭기의 포화 역에서의 특성을 추정하

는데 더욱 세 하게 하 다[1],[6].

LUT 크기는 실제 구 시 필요한 상황과 동일하

게 하 으며, 사용하는 벡터 신호 분석기의 ADC 사

양이 8 bit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화 잡음을

고려하여 28인 256의 LUT 크기를 결정하 다. 

그림 4. LUT에 비선형 인덱싱 함수를 이용하여 제안

한 디지털 치 왜곡 블록 다이어그램

Fig. 4. The proposed digital predistortion block dia-

gram using nonlinear ind-exing function for LUT.

 

2-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응형 알고리즘으로는 NLMS(Nor-

malized Least Mean Square) 알고리즘을 사용하 으

며, NLMS 알고리즘은 LMS 알고리즘에서 고정 값인

step 크기를 치해서, 시간 으로 변화하는 step 크

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d(n)은 력증폭기의 입력

신호(predistorter의 출력)이고, m차의 weight vector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력증폭기의 A/D 변환된 출력

신호 벡터 u(n)=[u(n), u(n—1), ～, u(n—m+1)]
T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형 알고리즘 필터를 통과한

신호 벡터는  ･(여기서 m차 weight vector 

h(n)=[h0(n), h1(n), …, hm—1(n)]
T
)으로 표시할 수 있으

며, 두 신호는 error e(n)을 구성하게 되어 이 신호들

사이의 계식은 다음과 같다[2],[4],[8].  
  

   ･ (4)
 

과 은 m×1의 dimension을 가지고 있으

며, d(n)은 특정 n에서의 력증폭기의 입력 신호이

다. 은 weight vector로 실제 력증폭기의 입력

과 응형 알고리즘 필터 통과 신호 사이에 error가

최소가 되도록 력증폭기 출력 신호에 가 치를 주

는 것이며, 식 (5)를 사용하여 weight vector의 계수를

갱신하고, 갱신한 weight vector로 력증폭기 출력

신호에 가 치를 주어 디지털 치 왜곡을 수행한

다. Weight vector의 계수를 갱신하는데 최소의 mean 

square error의 측면에서 최 인 steepest descent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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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은 error의 기댓값에 한 gradient를 취하여 계

수 갱신에 사용한다. 그런데, 실제 구 시 error의 기

댓값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확률론 인 gradient 알

고리즘인 LMS 알고리즘이 리 사용된다. 그러나

LMS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입력 신호의 통계 인 특

성이 동 이고, 그 력이 심하게 변하면 력이 큰

구간에서는 업데이트되는 정도가 더 커지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NLMS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된다. 
  

 


･ 

          ･              (5)
 

력증폭기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메모리 효

과와 외부의 향으로 인하여 항상 같은 특성이

아닌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된 특성을 계속 추정하여 치 왜곡 한 이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한 알고리즘으로 normali-

zed least mean square(NLMS) 알고리즘을 선택하

다. 추정되어 장한 데이터들은 복소수 데이터이

며, 이 게 장한 데이터는 LUT에서 로딩되어

력증폭기에 들어갈 입력을 만들기 해 치 왜곡을

수행하게 된다. 치 왜곡된 신호는 DAC를 거쳐 아

날로그 신호로 바 게 된다. 이 신호는 기 역 신

호로 mixer에서 RF 신호로 주 수가 상향된다. 이러

한 신호는 력증폭기를 통과하게 되고, 이를 피드

백하여 다시 ADC를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시

킨다. 이를 입력 신호와 응형 알고리즘을 통해

력증폭기의 특성을 새로이 추정하고, 추정된 데이터

를 LUT에 장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LUT에

장되어 있던 신호를 로드해 이용하 던 입력 신호

에 치 왜곡을 수행하게 된다. 

Ⅲ. 시뮬레이션

본 논문의 차별화된 연구는 비선형 인덱싱 함수

를 통해 력증폭기의 비선형성을 보다 정확하게 추

정하여 디지털 치 왜곡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있

다. 이를 검증하기 해 MATLAB을 사용하여 LUT

에 선형 모델을 사용하 을 때와 비선형 모델(여기

서는 μ-law 인덱싱 함수와 Tanh 인덱싱 함수)을 사

그림 5.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PSD

Fig. 5. PSD of input and output signals.

 

용하 을 때의 디지털 치 왜곡을 사용한 력증폭

기 출력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하 다. 력증폭기의

모델링으로 Saleh 모델을 사용하 고, 입력 신호를

만들기 해 OFDM 신호를 사용하 다. 상세한 세

부 규격으로 Symbol Period는 4.4 Ksps, Chip Period는

9.14 MHz, Subcarrier는 955개로 체 역폭은 4.26 

MHz가 되도록 하 고. 이러한 기 역 신호를 생

성한후 치왜곡 블록으로 입력하 다. 생성한 OF-

DM 신호를 Delay가 64인 Butterworth 필터를 통과시

킨 후 이 신호를 상향하는 과정을 거쳐 력증폭기

의 입력으로 넣으면 력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으로

인하여 out-of-band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5는 DPD를 용하지 않은 력증폭기의 입

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정규화된 PSD(Power Spectral 

Density)를 보이고 있다.   

DPD를 용하게 되면 응형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 Iteration이 늘어나면서 수렴을 하는 속도가 다

른데, 시뮬 이션 결과를 나 어 나타내었다. 다음

그림은 NLMS 응형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로, 인

덱싱 함수로는 식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선형 모델

을 사용한 결과이다. 그림 6과 7에 Iteration을 늘려

가며 변화하는 정규화된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그림 6은 iteration이 10일 때 인덱싱 함수로 선형

모델을 DPD에 용한 시스템에서 력증폭기의

출력 스펙트럼의 모습이며, 출력 신호의 PAPR은

3.1868 dB를 보이고 있다. 그림 6과 7을 보면 Itera-

tion을 한번 수행할 때마다 NLMS 알고리즘을 통하

여 DPD 시스템의 LUT를 업데이트 하게 되고,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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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teration이 10일 때 선형 모델의 정규화된

PSD

Fig. 6. PSD of linear model for 10th iteration.

 

그림 7. Iteration이 34일 때 선형 모델의 정규화된

PSD

Fig. 7. PSD of linear model for 34th iteration.

 

증폭기의 입력에 치 왜곡을 수행하게 되어 Itera-

tion 수가 증가할수록 출력 PSD의 ACLR 성능을 높

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teration 수가 34

번이 되었을 때 이후로는 iteration 수를 늘려도 스펙

트럼에 변화가 없고, 출력 신호의 PAPR은 8.2466 dB

에 수렴한다. 

그림 8은 Tanh 인덱싱 함수에서 C값을 변화시켜

가며 DPD를 수행하 을 때, 각각의 경우에 해서

ACLR을 측정한 시뮬 이션 결과이며(DPD iteration  

=10을 사용함), 이를 바탕으로 최 의 값을 찾을 수

있었다. 세로축에 나타난 ACLR이 가장 큰 경우는 C  

=0.3이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계속 으로 사용하

다. 

그림 8. Iteration이 10일 때, C값에 따른 ACLR 성능

비교

Fig. 8. ACLR performance with varying C at 10th 

iteration.

 

그림 9. Iteration이 10일 때 Tanh 모델의 정규화된

PSD

Fig. 9. PSD of Tanh model for 10th iteration.

 

그림 9와 10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식 (3)에서 나

타낸 인덱싱 함수인 Tanh 모델을 사용하여 디지털

치 왜곡을 시뮬 이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른

조건들은 선형 모델의 경우와 같게 놓고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9의 경우에는 출력 신호의 PAPR이

6.5007 dB이고, 그림 10의 경우에는 PAPR이 8.2466 

dB이다. 인덱싱 함수로 Tanh 모델을 사용한 경우 Ite-

ration이 18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출력 스펙트럼에 변

화가 없고, PAPR이 8.2466 dB에 수렴한다. 그림 7과

그림 10을 비교해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Tanh 모

델을 사용한 경우가 DPD 수렴 속도에서 더 좋은 성

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 5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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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teration이 18일 때 Tanh 모델의 정규화된

PSD

Fig. 10. PSD of Tanh model for 18th iteration.

 

그림 11. 각각의 인덱싱 함수의 ACLR 성능 비교

Fig. 11. ACLR performance comparison for each in-

dexing function.

 

offset 주 수에서 —55 dBc 이상의 ACLR 특성을 볼

수 있다. 

그림 11에 선형 인덱싱 함수와 비선형 인덱싱 함

수에 해 Iteration을 늘려가며 측정한 ACLR 성능

을 나타내었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Tanh 인덱싱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렴 속도가

상 으로 비교하여 다른 인덱싱 함수보다 훨씬 빠

름을 알 수 있다. 세로축에 나타난 ACLR 결과는 크

기가 클수록 성능이 좋음을 말하고 있다. 

Ⅳ.   결과

Ⅲ장에서 구 한 Saleh 모델을 이용한 시뮬 이션

환경을 실제 력증폭기에 용하고자, 그림 12에

측정을 한 환경 설정을 하 으며, 력증폭기로는

상용화 되어 있는 력증폭기(Mini-Circuits의 ZFL- 

1000LN)를 사용하 으며, 세부 규격으로는 Gain이

20 dB이고, P1 dB이 10 dBm이며, Input VSWR은 1.5, 

Output VSWR은 2.0을 가지고 있다. 비록 Saleh 모델

과 실제의 력증폭기는 완 히 동일한 성능을 보이

지는 않더라도 최 한의 성능 측이 가능한 시뮬

이션 방법으로 간주하여 시뮬 이션 비 실제 측정

시 성능 개선의 큰 변화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디지털 신호 처리는 MATLAB을 사용하여

수행하 으며, 시뮬 이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사

양의 신호를 생성한 다음 신호 생성기에 업로드하

다. 이때 업로드된 데이터들은 신호 생성기에서 샘

율과 캐리어 주 수, 크기를 히 조 한 RF 신

호이다. 이 게 생성한 RF 신호는 력증폭기의 입

력을 통하여 출력 단자로 나오게 된다. 

이 게 력증폭기를 거쳐서 나온 신호를 벡터

신호 분석기를 이용해서 피드백하고, 피드백된 신호

를 GPIB를 이용하여 연결된 VSA 소 트웨어를 이

용하여 분석을 하 으며, 벡터 신호 분석기 고유의

샘 율이 존재해서 실제 입력시킨 데이터와 출력시

킨 데이터를 MATLAB으로 비교하면 데이터 매트릭

스의 개수가 달라지는 문제 이 있어, 신호생성기를

통해 나온 력증폭기 입력과 력증폭기의 출력을

벡터 신호분석기를 통하여 각각 장한 후, VSA 소

트웨어를 통하여 수신된 신호를 MATLAB 일

(.mat)로 장하여 디지털 신호 처리 부분을 수행하

다. 이 게 MATLAB 일로 장한 입력과 출력

  

그림 12. 측정을 한 설정

Fig. 12. Setup fo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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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선형 인덱싱 함수를 사용하여 DPD를 수행

한 력증폭기의 정규화된 출력 스펙트럼

DPD 미 용 력증폭기와의 비교(Itera-

tion=22)

Fig. 13. PA output spectrum using the linear indexing 

function with DPD compared with that with-

out DPD.

 

을 사용하여 디지털 치 왜곡을 수행하 으며, 

치 왜곡이 수행된 입력을 만들어낸 뒤 다시 GPIB를

이용하여 신호 생성기로 업 로드하는 반복 순환을

하여 실제 측정 결과를 획득하 다.

그림 13은 선형 인덱싱 함수(선형 모델)를 사용한

경우의 실제 측정한 증폭기의 정규화된 출력을 나타

낸 결과이다. Non-output은 DPD를 수행하지 않은

력증폭기의 출력 스펙트럼이며, 력증폭기의 비선

형성에 의해서 Out-of-band 스펙트럼이 증가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Linear-dpd의 경우에는 Out-of- 

band 스펙트럼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DPD를 용하지 않은 경우 5 MHz offset 주 수

에서 ACLR이 —35.19 dBc 이던 것이, DPD를 용한

경우 ACLR이 추가로 —7.31 dBc 더 개선되어 력

증폭기의 선형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ACLR의개선 정도가거의변하지 않는 순간까

지 측정을 수행하여 Iteration을 22회로 사용하 으

며, ACLR의 개선이 아주 크지 않아 선형 모델의 한

계를 보이고 있다. 시뮬 이션에서 나타난 그림 11

의 결과와는 다르게 Iteration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Saleh 모델과 실제 력증폭기 특성의 차이에

서 기인함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4는 인덱싱 함수로 Tanh 모델을 사용한 경

그림 14. 비선형 인덱싱 함수를 사용하여 DPD를 수

행한 력증폭기의 정규화된 출력 스펙트

럼 DPD 미 용 력증폭기와의 비교(Ite-

ration=22)

Fig. 14. PA output spectrum using the nonlinear Tanh 

function with DPD compared with that with-

out DPD.

 

우의 실제 측정한 증폭기의 정규화된 출력을 나타낸

결과이다. 앞의 그림 13과 비교하여 보면 같은 22회

Iteration 수에서 더 뛰어난 선형성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를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DPD 시스템이 실제 측정을 통하여 5 MHz 

offset 주 수에서 ACLR이 —50 dBc 정도의 선형성

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형 모델을

사용하여 DPD를 용시킨 력증폭기의 ACLR이

약 7.7 dBc 개선되었으며, DPD를 용시키지 않은

력증폭기와 비교하 을 때보다 약 15 dBc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력증폭기의 선형성

향상이라는궁극 인목 을달성하 다고할수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인덱싱 함수를 사용함으로

써 력증폭기에 용한 디지털 치 왜곡의 성능이

향상됨을 시뮬 이션으로 증명하고, LUT에 비선형

인덱싱 함수를 용한 디지털 치 왜곡을 연구하

다. 결과로서보여진성능에의하여본연구는 AC-

LR의 성능 향상을 입증하 으며, 이는 응형 알고

리즘을 통하여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뛰어

넘어 인덱싱 함수를 이용한 LUT의 어드 싱을 조

함으로 수렴 속도의 증가를 가져왔다. 한 인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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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선형 모델로 하 을 때와 비교하여 검증까지

하 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치 왜곡의

연구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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