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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지통신(cognitive radio)과 같이 가변 스펙트럼 할당이 필요한 시스템을 한 새로운 치왜곡기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시스템 모델에서 신호는 한 순간에는 작은 역폭을 차지하지만 그 심 주 수가 시간에 따

라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력 증폭기 출력 단에 치하는 종단 필터로는 력

증폭기에 의한 하모닉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안된 치왜곡기는 기본 주 수 ( ) 신호의 

비선형 왜곡을 선형화할 뿐만 아니라,  ,  , ...에서 발생하는 하모닉도 동시에 제거한다. 제안된 치왜곡기

는 주 수의 정수배에 응하는 여러 개의 치왜곡기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 주 수 에 해당하

는 치왜곡기는 기본 주 수 신호의 선형화를 담당하며, 나머지 주 수에 응하는 치왜곡기는 하모닉을 제거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안된 치왜곡기에서 필요한 변수는 최소 평균 자승 에러 알고리즘에 의해 동시에 계산되

며,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면 기본 주 수의 스펙트럼에 발생하는 스펙트럼 왜곡이 20dB 

감소하며, 2차  3차 하모닉도 기본 신호의 력 비 약 -70dB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A new predistortion technique for dynamic spectrum allocation systems such as cognitive radio (CR) is proposed. The system model 

considered in this paper occupies a small band at a time, but the center frequency can be changed in the wide range of frequency. In this 

scenario. the front-end filter may not eliminate the harmonics of the power amplifier (PA) output. The proposed PD reduces the spectral 

regrowth of the fundamental signal at the carrier frequency ( ) and removes the harmonics ( ,  , ...) at the same time. The 

proposed PD structure is composed of multiple predistorters (PDs) centered at integer multiples of  . The PD at   is for removing 

spectral regrowth of the fundamental signal, and the others are for harmonic reduction. In the proposed PD structure, parameters of PDs are 

found jointl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spectral regrowth can be reduced by 20dB, and the 2nd and 3rd harmonics can be reduced down 

to -70dB from the power of the fundamental signal.

키워드 

인지통신, 가변 스펙트럼 할당, 하모닉, 력증폭기, 치왜곡

Key word

Cognitive radio (CR), dynamic spectrum allocation, harmonics, power amplifier (PA), predistortion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308

Ⅰ. 서  론

 

무선 통신시스템과 서비스가 격히 증가하면서 주

수 자원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 따라서, 주 수 자

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한데 이를 해 새

로운 개념의 통신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지통신

(cognitive radio)이 표 인 인데[1], 인지통신은 미

리 정해진 주 수 역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신에 이

미 다른 목 으로 할당된 넓은 주 수 스펙트럼을 분석

하여 재 사용하지 않는 역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방

식이다. 인지통신은 필연 으로 다양한 모드와 다양한 

역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SDR (software defined 

radio)를 이용하여 구 하는 것이 일반 이다[2]. SDR 

시스템은 한 개의 공통 통신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소

트웨어 변경만으로 다양한 모드와 주 수를 지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지통신 시스템에서의 치

왜곡에 해 고찰한다. 치왜곡은 디지털 신호처리 기

법으로 력증폭기의 역함수를 기 역 디지털 단에 

구 함으로써 증폭기를 선형화 하는 기술이다[3]-[7]. 비

선형 증폭기는 심주 수 의 기본 스펙트럼에 왜곡

을 가하여  역으로 새어나가는 원치 않는 력을 유

발함과 동시에 의 정수배의 주 수에 하모닉을 발생

한다 (그림 1(a)참조). 보편 인 단일 역 무선통신시스

템에서는 송신 역이 미리 지정되어 있고, 송신신호는 

한정된 작은 역폭을 이용하여 송한다. 따라서 그림 

1(a)와 같이 하모닉 신호들은 력증폭기 출력 단에 

치한 종단 필터를 이용하여 효과 으로 제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치왜곡과 련한 논문들은 하모닉

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으며 단지 기본 주 수 스펙

트럼의 왜곡을 보정하는 목표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인

지통신을 지원하기 해서는 매우 역의 신호를 지

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모드와 다양한 

역폭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종

단 필터도 역으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 

1(b)에서 보듯이 력증폭기 출력의 하모닉들이 종단 필

터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하모닉들은 다른 서비스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림 1. 력증폭기 출력 (a) 단일 주 수 시스템의 
경우 (b) 가변 스펙트럼 할당 시스템의 경우
Fig. 1 Power amplifier output for (a) single-band 
system (b) dynamic spectrum allocation system

본 논문에서는 기본 주 수의 스펙트럼 왜곡을 보상

하면서 하모닉들도 제거하는 새로운 치왜곡 구조를 

제안하고 알고리즘도 제시한다. 제안된 치왜곡 구조

는 병렬로 연결된 여러 개의 치왜곡기로 구성된다. 각 

병렬 연결된 치왜곡기의 출력은 각각  ,  ,  , 

... 주 수로 변환되어 력증폭기 입력 단에서 모두 더

해진다.   주 수에 해당하는 치왜곡기는   주

수에서 발생하는 주 수 왜곡을 보상하는 역할을 수행

하며 나머지 치왜곡기들은 각각 해당 하모닉 주 수

에서 발생하는 하모닉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병

렬 연결된 치왜곡기의 계수는 비선형 문제를 풀어서 

찾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  비선형 식을 푸는 신

에 최소 평균 자승 에러에 기반한 응형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계수를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을 통

해 병렬 연결된 여러 개의 치왜곡기 계수는 동시에 구

해진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치왜곡기를 

용함으로써 기본 주 수의 스펙트럼 왜곡이 20dB 감

소하고 2차  3차 하모닉이 기본 신호의 력 비 약 

-70dB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비선형 력

증폭기에 의한 기본 주 수의 스펙트럼 왜곡과 하모닉

에 해 설명하고, 3 에서는 기본 주 수의 스펙트럼 

왜곡을 보상하고 하모닉을 제거하는 제안하는 치왜

곡 구조와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4 에서는 모의실험결

과를 보이고 5 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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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모델
Fig. 2 System model

Ⅱ. 비선형 력증폭기 모델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 모델을 

보인다. 이 모델은 인지통신을 한 송신기의 일반 인 

형태이다. y(n)은 송하고자 하는 기 역 디지털 신

호를 나타내는데 이 신호는 반송  주 수 로 변조된

다. 변조된 RF (radio frequency) 신호는 력증폭기에 의

해 증폭된다. 력증폭기는 비선형 소자로써 상호변조 

간섭 (IMD: intermodulation distortion)에 의한 왜곡을 발

생한다. 이로 인해 기본 주 수 의 신호의 스펙트럼

을 왜곡하여 인 역에 간섭신호를 만들고, 의 정수

배 주 수에 원치 않는 하모닉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하여 력증폭기의 선형화에 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는 아날로그 방식

과 디지털 신호처리를 이용한 방식으로 나  수 있다. 이 

 최근에는 디지털 신호처리를 이용하는 디지털 치

왜곡 방식이 성능이나 가격 측면에서 각 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연구되었던 보편 인 디지털 치왜곡 기법들

은 주 수 의 기본 주 수 신호에 한 선형화를 통

하여 스펙트럼 왜곡을 보상하는 연구에 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하모닉에 해서는 언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력증폭기 출력에서 종단 필터를 사용

하여 하모닉을 제거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단일 주

수 역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종단 필터의 

용으로 하모닉은 매우 효과 으로 제거될 수 있다. 하

지만 다  역을 지원하는 인지 통신 시스템에서는 종

단필터로 하모닉을 제거하기 힘들 수 있다. 인지 통신은 

넓은 역에서 비어있는 주 수를 사용하여 통신하기 

때문에 종단 필터 역시 넓은 역폭을 가져야 하고,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하모닉이 종단필터로 제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 은 이러

한 상황에서 기본 주 수의 스펙트럼 왜곡도 보상하면

서 하모닉 신호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치왜곡 구조

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력증폭기가 3차의 다

항식으로 모델링 된다고 가정하면 그림 2의 력증폭기 

출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본 수식에서 는 실수 값의 계수로써 력증폭

기의 특성을 결정짓는 상수 값이다. 수식 (1)에서 

 는 력증폭기의 선형 특성을 결정하고 


 와 

 는 각각 2차 비선형, 3차 비선형 특

성을 결정한다.    
를 수식 (1)에 

입하고 정리하면 력증폭기 출력 를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이 표 식으로부터 주 수 의 기본 신호가 비선형 

왜곡됨을 알 수 있고 원치 않은 하모닉 신호가 DC,  , 

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를 고차원의 

력증폭기 모델로 일반화 시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수식에서 는 주 수 의 하모닉 신호

를 결정짓는 에 한 비선형 함수이고, 는 력증

폭기 비선형 특성 함수의 최고차 항의 차수를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서 디지털 치왜곡 알고리즘들이 ∙

의 선형화만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 , ∙  등으로 인한 하모닉 성분을 제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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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왜곡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다. 정리하면 본 

논문의 목 은 기본 주 수의 스펙트럼을 선형화 하는 

동시에 하모닉 신호들을 제거하는 디지털 치왜곡 구

조와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이다. 

Ⅲ. 제안하는 치왜곡기 개발

기본 주 수인 의 정수배에서 발생하는 하모닉 

신호를 제거하기 해서 각 하모닉 주 수마다 치왜

곡기를 하나씩 구성하여 하모닉을 제거하는 방법은 자

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치왜곡기 구조이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본 주 수 신호의 선형화

와 함께 하모닉 신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치왜곡기의 

구조를 그림 3에서 보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는 

기본 주 수 신호를 선형화하기 한 치왜곡 함수이

며 ∙와 ∙은 각각 2차  3차 하모닉을 제거

하기 한 치왜곡 함수이다. 보다 고차원의 하모닉을 

제거하기 해서는 본 그림의 구조를 확장하면 된다. 

각 치왜곡기의 출력은 해당 주 수로 변조되고 더한 

다음 력증폭기에 입력된다. 따라서 력증폭기의 입

력 신호는  ,  ,   등의 주 수를 가지는 다  

역의 신호가 된다. 이러한 다 역 신호가 비선형 

력증폭기에 입력되면 다 역 신호사이의 상호변조

에 의해 력증폭기 출력이 단일 역 신호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게 표 된다. 를 들어 력증폭기의 최  

비선형 차수가 3이고 (  ) 치왜곡기의 개수가 3

개라고 하면 (  ), 력증폭기의 출력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난다.

      
     





 ⋯

  (2)

수식 (2)에서 는 비선형 함

수를 나타내는데 표 1에서 요약하여 정리하 다. 편의상 

시간 색인 는 생략하 다.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은, 그림 2의 단일 주 수 신호에 해서는 하모닉 신

호가 까지 나타나는데 반해 제안된 치왜곡기를 

용한 경우 하모닉 신호가 까지 나타난다는 이

고, 는 




, 




,  






 세 신호의 자기 자신  상호 간의 곱에 의한 

값들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기본 주 수 

에서의 신호는  , 
 , 

 , 

, 


, 




 , 
로 이루어져 있다. 표 1에서는 , 

에 해서만 정리하 지만 더 높은 차수의 와 

에 해서도 쉽게 확장하여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 제안하는 사 왜곡기 구조 (N=3)
Fig. 3 Proposed predistortion structure (N=3) 

표 1. 상호변조 항 (K=3)
Table. 1 Intermodulation terms (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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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할 알고리즘의 유도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하여 이후로 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최  3차 

하모닉까지 제거가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력증폭기와 사 왜곡 모델은 각각 비선형 3 x 3의 다

입력 다 출력 시스템과 1 x 3의 단일입력 다 출력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 한 로 ∙는 기

본 주 수의 신호를 선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 ∙은 각각 2차와 3차 하모닉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치왜곡 함수 ∙를 찾

아야 한다. 

         

         
         

 

 수식에서   ,   , 

   이고 는 력증폭기의 이득이다. 

∙가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를 정확히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  ∙를 다항식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최소 자승 문제를 풀어 치왜곡 함수를 구

한다.

[ 치왜곡 문제] ∙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

고 다음의 비용 함수를 최소화 하는 치왜곡 함수 

∙를 구한다.

  
  



║║
  

  




  



 
     (3)

의 수식에서    , 

   ,   로 정의되었고 

은 비용 함수를 구하는데 찰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낸다.  ∙는 주 수 에 발생하는 신호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은 다항식의 최  차수이고 는 번째 

치왜곡기의 계수를 나타내는데      




이고,     


   이다. 의 수

식을 이용하면 치왜곡기를 구하는 비용함수 수식 (3)

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


║║






║║


 수식에서    , 










  

  이고  









이며, k=1, 2, 3이다. 즉, 는 주 수 에 나

타나는 력증폭기 출력 신호를 개 쌓아서 만든 벡터

를 의미한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치왜곡 변수 벡터인  를 쌓아서 새로운 

변수 벡터를  



 와 같이 정의하자. 이 변수

를 이용하면 

 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변수 벡터 를 변화율 감소 방법

(gradient descent method)를 이용하여 구한다 [8]:

 수식에서 는 스텝 크기이고, 는 

×  

  의 자코비안 행렬을 나타내는데 

 







 


 ,  







 


를  나

타낸다. 만약 M=1이라면 수식 (4)는 보편 인 최소 평균 

자승 (least mean squares) 알고리즘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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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에서     이다.

Ⅳ. 모의실험 결과

제안된 치왜곡기의 성능은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

하여 검증한다. 모의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송신신호

는 16-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변조 신호

이고 roll-off 값이 0.25인 RRC（root raised cosine) 필터로 

형성형이 된다. 형성형 필터 출력의 샘 링 클럭 속

도는 심볼 속도의 10배이고 제안된 치왜곡기는 형

성형 필터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동작한다. 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최  3차 하모닉까지 제거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아날로그 주 수 상하향 변환기와 아날

로그 력증폭기는 디지털 역에서 모델링한다. 이를 

해서 치왜곡기 출력은 보간기를 통해 추가 으로 

20배 더 높은 샘 링 클럭으로 변환된다. 기본 반송  주

수는 심볼 속도의 10배의 주 수로 정하 다. 력증

폭기의 모델로는   

가 사용되었다. 추정하고자 하는 사 왜곡기 계수 벡터

의 기값은      와 같이 설정하고 알고리

즘의 스텝 크기는   와 같이 설정하 다. 치왜곡 

계수를 구하는데 력증폭기의 모델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력증폭기 모델을 추정하는 기존 문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모델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는 이러한 문헌을 참조하면 된다.  그림 4는 평균 자승 오

차()에 한 학습곡선을 보인다. 학습곡선은 50번

의 독립 인 시행을 통해 얻은 학습곡선들의 평균값을 

취하여 그렸다. 결과에 따르면 응 알고리즘은 약 5,000

샘  후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렴 후 평균 자승 

오차는 약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제안된 치왜곡 알고리즘이 수렴한 후 

력증폭기 출력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치왜곡기를 

용하지 않으면 하모닉 신호들의 크기가 무시할 수 없

을 정도로 크게 나타난다.  

그림 4  에 한 학습 곡선
Fig. 4 Learning curve for  

 

그림 5 력증폭기 출력의 력 스펙트럼
Fig. 5 Power spectral density at power amplifier 

output

특히 2차, 3차 하모닉은 기본 주 수 신호에 비해 그 

크기가 -30dB, -50dB로 측정된다. 그러나 제안된 치

왜곡기를 용하면 하모닉 신호들의 력이 상당히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 으로 기본 주 수 

신호의 력에 비해 약 -70dB로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기본 주 수와 하모닉 주 수 심 

부근의 스펙트럼을 확 하여 보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된 치왜곡기에 의해 기본 주 수 신

호의 경우에는 선형화가 이루어져 력증폭기에 의해 

인 역에 나타나는 스펙트럼 왜곡이 2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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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차와 3차 하모닉은 각각 

40dB, 20dB 력이 감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제

안된 치왜곡기가 기본 주 수 신호의 선형화와 하모

닉 제거를 동시에 효과 으로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6 력증폭기 출력의 력 스펙트럼 

(a) 근처 확  (b) 근처 확  (c) 근처 확

Fig. 6 Power spectral density at power amplifier 

output (a) zoom in around   (b) zoom in around 

  (c) zoom in around   

Ⅳ. 결론

인지 통신 등 가변 주 수 할당 시스템을 한 새로운 

치왜곡 구조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제안된 치

왜곡기는 기본 주 수 신호의 선형화를 수행함과 동시

에 기본 주 수의 정수배에 발생하는 하모닉 신호를 제

거한다. 이에 한 성능은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하여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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