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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이 발전과 함께 사용자수와 전송

속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 
추가 주파수 자원의 확보를 위해 밀리미터파 대역의 활

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기술 기준을 마련하
여원천 기술개발및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고있다. 밀리
미터파 대역은 산소에 의한 전파의 흡수 감쇄가 크기 때

문에, 인접 셀 간의 간섭을 줄일 수 있어 주파수 재사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또한 다양한 매체와 많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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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밀리미터파 대역을 활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이 제안되고 있으며, 60 GHz 대역 전력증폭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
선형성을 효율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방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증폭기의 비선형성이 상대적으
로 작은 구간과 큰 구간으로 구분하여 계수를 사용하는 다중계수 사전왜곡기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60 GHz 대역 고출
력 전력증폭기 FMM5715X에 적용하여 LTE 신호의 선형성 보상 성능을 평가하였다. 하드웨어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성능
평가를 통해, 기존 방식 대비 제안 방식은 ACLR(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측면에서 최대 6 dB 개선됨을 보인다.

Abstract

Recently,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using the millimeter-wave frequency band have been proposed, and the importance of 
efficient compensation of the nonlinearity caused by 60 GHz high-power amplifiers(HPAs) is increas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edistorter structure based on multiple coefficient sets which are separately used to different ranges of input power values. These ranges 
correspond to varying levels of nonlinearity characteristics. The structure is applied to the 60 GHz HPA FMM5715X and the perfor-
mance of correcting the nonlinearity of LTE signals is evaluated. Evaluation results using a hardware testbed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predistorter structure achieves the maximum of 6 dB gain over the conventional method in terms of the 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AC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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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광대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4]. 밀
리미터파 전송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이득

을 가지는 고출력 전력증폭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신호의 비선형성 및 인접 채널 간섭이 증대하게 된

다[5],[6]. 이에 따른 전송 신호의 EVM(Error Vector Magni-
tude) 및 비트오율의 증가도 데이터 수율을 낮아지게 하
는 요인이며, 비선형성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사전왜곡기가 설계되어 활용되고 있다[7]～

[11]. 직접학습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사전왜곡 방식에서는
전력증폭기 특성을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
로 볼테라 급수 모델 모델링을 활용하고, 모델링의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한 메모리 다항식이 사용된다[12]～[15]. 밀리
미터파 대역시스템의 경우, 광대역 기반 전송 시 전력 증
폭기의 입출력 주파수 특성 변화와 전파감쇄 특성에 따

른 높은 송신출력으로 인한 비선형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비선형성을 정밀하게 모델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16].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비선형성에 대해 모델링 정확성을 고려하여 다중계수 사

전왜곡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고출
력 전력증폭기의 입력신호를 구분하여 볼테라 급수 모델

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제안된 사전
왜곡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LTE 20 MHz 신호를 60 
GHz 고출력 전력증폭기 FMM5715X 소자로 구성된 증폭
기 모델에 인가하여 출력 신호를 측정한 후, 제안 방법으
로 구현된 사전왜곡기와 기존에 사용하던 다항식 사전왜

곡기를 적용시켜 LTE 20 MHz 신호에 대한 ACLR(Adja-
cent Channel Leakage Ratio) 성능 향상을 비교함으로써 효
율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
서는디지털 사전왜곡기를 적용시킬 60 GHz 고출력 전력
증폭기 모델 및 비선형 특성을 분석하고, III장에서는 다
중계수 사전왜곡방법을 활용하는 디지털 사전왜곡기를

제안한다. IV장에서는 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실제 실험
하드웨어 구성과 제안된 방법에 기반하여 디지털 사전왜

곡기의 성능 향상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Ⅱ. 비선형 고출력 전력증폭기

2-1 60 GHz 고출력 전력증폭기 모델

그림 1. 60 GHz 대역 고출력 전력증폭기의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60 GHz HPA.
 

그림 1은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동작하는 송신기와 고
출력 전력증폭기가 병합된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전력증
폭기는 일반 구동 증폭기와 60 GHz 전력증폭기가 도허티
증폭기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송신기는 HMC6300 모
델을, 60 GHz 고출력 전력증폭기는 FMM5715X 모델을
각각 사용했다. 그 외의 부분은 OCXO(Oven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와 PLDRO(Phase Locked DRO)를 이용하
여 송신기의 주변 환경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

되었다.
그림 1의 60 GHz 대역고출력 전력증폭기의 신호가 입

력부터 출력까지의 경로는 먼저 FPGA(Field Programm-
able Gate Array)에서 신호처리 되어서 출력되는 LTE 20 
MHz를 184.32 MHz의 샘플링 속도로 I와 Q 데이터를 송
신기로 받게 된다. 송신기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으로 변
환시키기 위해서 주파수 변환기를 사용하여 올려준다. 구
동 증폭기와 도허티 증폭기가 결합된 고출력 전력증폭기

에서 신호의 세기가 증폭되어 통과하고 나면 63 GHz의
주파수 대역의 신호가 출력된다. 그림 1에서 전력증폭기
부분이 도허티 구조의 증폭기 형태로 구현된 이유로는

하나의 증폭기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다. 주 증폭기와 보조 증폭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 증
폭기가 포화되는 시점에 보조 증폭기가 동작하면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2-2 60 GHz 고출력 전력증폭기 비선형성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신호의 전송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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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기 위해 전력증폭기를 사용한다. 특히 60 GHz인 밀
리미터파 대역에서는 경로감쇄와 강우감쇄가 크기 때문

에, 안테나의 송신출력 전력크기가 커야 된다. 따라서 이
득이 높은 고출력 전력증폭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고출력
전력증폭기의 비선형성 왜곡에 의한 성능 열화가 발생하

고, 비선형성 왜곡은 입력신호의 진폭 및 위상 모두에 발
생하게 된다.
그림 2에서 송신기와 고출력 전력증폭기의 비선형성을

측정된 입력과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2-1절에서 언급한
60 GHz 고출력 전력증폭기 FMM5715X 모델의 AM/AM 

(a) AM/AM

 (b) AM/PM

그림 2. FMM5715X(60 GHz 고출력 전력증폭기)의 비선

형 특성

Fig. 2. Nonlinearity for FMM5715X(60 GHz HPA).

(Amplitude Modulation to Amplitude Modulation)와 AM/PM 
(Amplitude Modulation to Phase Modulation) 변환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AM/AM, AM/PM 변환 특

성이 높은 입력신호에 대해 비선형 왜곡이 발생하여 이

득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60 GHz 고출력 전력증폭
기의 비선형성은 출력 신호 레벨을 선형 영역으로 백오

프시킴으로써 비선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백오프에
따른 송신 신호의 출력을 과도하게 감소시키게 되어 결

국 페이딩 마진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데이터 전
송속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60 GHz 고출력 전력증
폭기의 출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선형성 보상

이 필요하다. 특히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OFDM(Ortho-
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시스템을 사용함으
로써 PAPR(Peak-to-Average Power Ratio)이 큰 특성을 갖
기 때문에, 고출력 전력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에 더욱 심
각하게 영향을 받아 비선형성 보상이 필요하다.

Ⅲ. 다중계수 디지털 사전왜곡기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다항식 사전왜곡방법은 고출

력 전력증폭기의 비선형 역 특성 모델을 몇 차의 차수를

가진 볼테라 급수의 다항식으로 사전왜곡기를 구현한다. 
본 장에서는 60 GHz 대역의 고출력 전력증폭기 FMM-
5715의 높은 출력전력으로 인해, 비선형성도 증가됨에 따
라 추가 보상을 위한 다중계수 디지털 사전왜곡기 제안

한다. 기존 입력 전 구간을 활용하는 다항식 사전왜곡방
법에서 입력을 선형구간 및 포화구간에 대해 각각 모델

링하는 다중계수 사전왜곡방법은 구현의 정확성을 높임

으로써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성능을 향상시킨다. 다만 다
중계수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에 걸리는 계산

로드는 증가하고, FPGA에 구현할 경우 메모리를 더 사용
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사용하는 다항식
사전왜곡기의 차수를 증가함으로써 모델링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다중계수를 사용함으로써 향상시키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차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FPGA에
사전왜곡기를 구현할 경우, 차수가 커짐에 따라 계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현의 어려움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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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중계수의 계수 구분 방법

Fig. 3. Separation coefficient method of multi-coefficient.
 
는 반면에 다중계수를 사용함으로써 구현이 가능한 일정

차수를 병렬로 사용하여 높은 차수의 정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구현의 간단함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은 다중계수 사전왜곡방법의 계수 구분 방법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전력증폭기의 AM/AM 그래프를
선형구간과 포화구간을 P1dB(1dB Gain Compression Mea-
surement) 지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 이유로는 일반적
으로 전력증폭기에서 포화구간이 시작되는 최대포화전

력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P1dB를 최대선형
출력지점으로 사용한다. 선형구간의 계수는 로 포화구

간의 계수는 로나타내었다. 구간을 구분함으로써 경계
에서 생기는 불연속성에 대해서는 경계 이상의 범위를

각 구간이 서로 포함하는 방법을 통해 발생 가능성을 낮

추었다. 다중계수 사전왜곡방법에서 두 개의 다중계수만
사용하는 이유로는 선형구간과 포화구간의 모델링이 이

분할로 구체화되면서 그 이상의 분할에서는 추가적인 성

능 향상이 미미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는 다중계수 디지털 사전왜곡기의 구조를 나타

낸 것으로 신호 생성부에서 생성한 신호를 전력증폭기를

통과하여 신호분석기로 전달한다. 이때 신호 생성부에서
생성된신호 와 신호 측정부에서 출력되는 신호 를 메

모리에 저장을 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전력증폭기의 입출
력 데이터가 된다. 저장된 데이터를 선형구간의 데이터와
포화구간의 데이터로 구분을 하기 위해 입력 전력 판별

그림 4. 다중계수 디지털 사전왜곡기 블록

Fig. 4. Block diagram of multi-coefficient digital predistor-
ter.

 
블록을 통과하여 다항식 사전왜곡기 계수 추출 알고리듬

으로 인가하게 된다.
다항식 사전왜곡기 계수 추출 알고리듬은 받은 입출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볼테라급수로 전력증폭기를 모델링

하게 된다. 볼테라급수를 이용하는 모델링 식 (1)은
  

  
  

  



(1)
  

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고출력 전력증폭기의 입력, 

는 출력이다. 가 고출력 전력증폭기의 볼테라 급수로

모델링된 다항식 계수이고, 복소수 값으로 구성된다. 는

다항식 모델링의 차수, 은 시간 변수를 의미한다. 다항
식 사전왜곡기를 구성하기위해서는식 (1)에서입력 와

를 역으로 구성함으로써 비선형성 특성의 역함수를 모

델링한다. 고출력전력증폭기의역함수에대해모델링식 (2) 
는

  

 










  

  

 ≤ PdB


  

  

  PdB
(2)

  
로 표현되며,  , 가 다항식 사전왜곡기 계수이다. 이
계수는 식 (2)를 LMS(Least Mean Square) 알고리듬을 사
용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17]. 다중계수로 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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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데이터를 P1dB 지점으로 와 를 구분해서 추

출한다. 그리고 다중계수 디지털 사전왜곡기 블록에서는
와 을 이용하여 식 (1)의 볼테라 급수 형태로 계수를
적용시켜 선형구간과 포화구간에 대한 다항식 모델을 구

현한다. FPGA에 구현할 경우, 입력에 따라 변화하는 다
중계수로 인해 입력 전력 판별블록의 타이밍 조절에 어

려움이 있다. 

Ⅳ. 성능 평가

4-1 사전왜곡기 실험모델 하드웨어 구성

2-1절에서 언급한 60 GHz 전력증폭기 FMM5715X를
활용하여 사전왜곡기의 입출력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하드웨어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였다. 그림 5에서 60 GHz 
전력증폭기의 비선형성 특성을 얻기 위해 입출력 데이터

를 추출하게 되는데, 입력 LTE 20 MHz 신호를 FPGA에
서 JTAG을 이용하여 입력신호를 추출하고, 신호 스펙트
럼 분석기를 통해 출력신호를 추출한다.
표 1은 다중계수 디지털 사전왜곡기를 실험하기 위한

그림 5. 사전왜곡기 실험모델 하드웨어 구조
Fig. 5. The structure of predistorter experimentation hardware model.

표 1. 실험 조건
Table 1. Specification of experimentation.

Frequency 60 GHz

Signal LTE 20 MHz

FFT size 2,048

Modulation 64QAM

Polynomial degree 5

Training length 60,000

P1dB 18.5 dBm

Power amplifier FMM5715X

실험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60 GHz 대역을 사용하였고, 
신호는 LTE 20 MHz I/Q 신호를 FFT 크기 2048의 QAM
으로 구성하였다. 디지털 사전왜곡기의 다항식 차수는 5
차로 고정하였고, 사전왜곡기의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추
출된 입출력 I/Q 데이터의 개수를 비선형성 모델링을 추
출하기 위한 훈련 길이(training length)로 설정하였다. 사
용된 고출력 전력증폭기의 P1dB는 18.5 dBm 지점으로써
이는 하드웨어 구성에서 밸런스타입과 결합손실이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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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값이다. 추가적으로 입출력 I/Q 데이터의 특성이 고출
력 전력증폭기의 선형구간부터 포화구간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디지털 이득을 높여가면서 데이터를 추출 후 사

용하였다.

4-2 제안한 디지털 사전왜곡기 성능비교

그림 6은 제안한 다중계수 사전왜곡방법의 AM/AM에
대해 고출력 전력증폭기와 사전왜곡기 그리고 선형화 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장에서 언급한 다중계수 사전왜
곡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입력전력이 P1dB 지점에서 선형
구간과 포화구간으로 데이터를 구분하였고, 구분한 데이
터를 사용하여 선형구간과 포화구간의 사전왜곡기를 구

현하여 그림 6의 AM/AM 그래프에서 “DPD(Digital Pre- 
Distortion)”로 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고출력 전력증폭
기의 특성과 사전왜곡기의 특성을 결합하여 그림 6의 가
운데 직선으로 비선형성이 보상된 AM/AM 그래프를 추
출하였다.

AM/PM에서의 비선형성 보상은 그림 7과 같이 그래프
로 표현하였다. 기존 최대 —0.5～0.5 [rad]으로 변동하는
입력대비 출력 데이터들을 사전왜곡기를 사용한 결과 입

출력 위상변화가 없는 영점 근처에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다중계수 사전왜곡기를 적용한 AM/AM 변환 특

성 비교

Fig. 6. Comparison of multi-coefficient predistorter for AM/ 
AM characteristics.

그림 7. 다중계수 사전왜곡기를 적용한 AM/PM 변환 특

성 비교

Fig. 7. Comparison of multi-coefficient predistorter for AM/ 
PM characteristics.

 

그림 8.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디지털 사전왜곡기 적용

시 LTE 신호에 대한 출력 스펙트럼 특성
Fig. 8. The output spectrum characteristics for a system with 

a digital predistortion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for LTE signals.

 
그림 8은 제안하는 다중계수 사전왜곡방법을 활용한

디지털 사전왜곡기 적용시,  LTE 신호에대한 출력 스펙
트럼을 다항식 사전왜곡기만 사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입력신호와의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신호에 대해 고출력 전력증폭기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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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CLR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ACLR.

구분
ACLR [dB]

+/—20 MHz +/—40 MHz
사전왜곡기가 없는 경우 —37.8/—39.2 —58.3/—59.6
다항식 사전왜곡기를

사용한 경우
—66.8/—66.4 —69.1/—69.1

제안된 사전왜곡기를

사용한 경우
—72.4/—72.1 —73.5/—74.9

과한 신호는 ACLR 수치가 인접대역에서 많이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있다. 반면, 다항식사전왜곡기를 사용한 경
우, ACLR 값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있으며, 특히
제안한 다중계수 사전왜곡방법을 사용한 경우, 다항식 사
전왜곡방법에 비해 현저한 크기의 추가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표 2는 그림 8에 대한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를 나타낸다. 성능 비교는 중심대역에서 20 MHz 양쪽으
로 떨어진 지점과 40 MHz 떨어진 지점을 측정하였다. 측
정한 결과, 사전왜곡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다항식 사전
왜곡기를사용한 경우 20 MHz 지점에서 평균 30 dB의 성
능향상을 보였으며, 40 MHz 지점에서는 약 10 dB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제안하는 사전왜곡기를 사용한 경우, 다
항식 사전왜곡기를 사용한 경우의 성능향상에 더하여 20 
MHz 지점에서는 6 dB, 40 MHz 지점에는 4 dB 정도의 추
가적인 성능 향상이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표 3은 EVM 측면에서 기존 다항식 사전왜곡기와 제안

된 사전왜곡기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EVM은
  

     (3)
    

  



  

  
× 

(4)
  

표 3. EVM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EVM.

구분 EVM(%)
사전왜곡기가 없는 경우 7.23

다항식 사전왜곡기를 사용한 경우 0.05
제안된 사전왜곡기를 사용한 경우 0.03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고출력 전력증폭기

와 사전왜곡기를 통과한 신호, 은 원 신호, 는 두 신호

간의 오차를 나타낸다. 표 3에서 나타낸 것처럼 사전왜곡
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약 7 %의 EVM 값을 보였으
며, 제안된 사전왜곡기를 적용하는 경우 0.03 %까지
EVM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밀리미터파 대역에 해당하는 60 GHz 대
역의 고출력 전력증폭기에 대한 비선형성을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다중계수 디지털 사전왜곡기를 제안하였

고, 60 GHz 대역 송수신 하드웨어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
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안하는 사전왜곡기 적용 시 기
존 구조 대비 ACLR 측면에서 평균 6 dB 추가 감소가 가
능하며, EVM 측면에서도 성능 향상 확인을 통해 제안 방
식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추후로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
여 다양한 출력 전력에 따른 효율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제안된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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