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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중 대역 송신시스템에서 비선형 전력증폭기를 선형화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전치왜곡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자기 대역의 비선형뿐만 아니라 타 대역간의 비선형을 보상하기 위해 두 개의 피드

백 경로가 요구되는데 이는 하드웨어의 복잡도와 비용을 증가시킨다. 반면 제안하는 전치왜곡 시스템은 한 개의 피

드백 경로만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에 비해 훨씬 간단한 구조를 가진다. 제안하는 기법은 전치왜곡 계수를 

얻기 위해서 한 개의 피드백 경로를 공유하여 두 대역의 전력증폭기 특성을 먼저 추정하고 추정된 전력증폭기 특성

으로부터 전치왜곡 계수를 얻는다.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방식은 두 개의 피드백 회로를 구성한 기

존 방식과 대등한 선형화 성능을 보인다.

ABSTRACT 

A new digital pre-distortion technique to linearize power amplifier (PA) is proposed for concurrent dual-band 
transmitters. In the conventional dual-band DPD techniques, two independent dual-feedback paths are required to 
compensate nonlinear cross-products between different bands as well as the nonlinear self-products of each band’s 
own signal. However, it increases hardware complexity and expens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DPD method 
requiring only a single feedback path. In this new structure, the proposed technique first estimates the dual-band PA 
characteristics using the single feedback path. The DPD parameters are then extracted from the estimated PA 
characteristics. The DP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validat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roposed technique can achieve comparable performance to the conventional two feedback DPD with 
significantly reduced hardware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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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한된 주파수 자원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률을 높이

기 위해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LTE (long term evolution) 규격 release 10 

이상에서는 CA (carrier aggregation) 기술을 이용하여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기술은 100MHz 이

상 이격된 두 개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한 사용

자에게 할당하여 고속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지국이나 RRH (remote radio 

head)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으로 한 개의 광대역 

전력증폭기를 이용하여 이중대역 신호를 동시에 증폭

하는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1-5]. 하지만 기존의 단일 

대역 증폭 시스템과 비교하면 두 개의 대역 신호가 비

선형 증폭되면서 각 대역에서 발생하는 자기 자신의 비

선형 왜곡뿐만 아니라 타 대역 신호 사이의 비선형 교

차왜곡이 발생하면서 단일 대역 디지털 전치왜곡 방법

[6,7]으로는 전력증폭기 선형화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

한다. 타 대역 사이에 발생한 교차왜곡 보상을 전혀 고

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상호 대역 사이의 비선형 교차

왜곡을 포함한 비선형특성을 보상하기 위해 최근 이중

대역 디지털 전치왜곡 기법이 연구되었다[8-12]. 이 기

법에 적용된 송신기는 두 개의 피드백 경로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파수 하향 변환기와 아날로그-디지

털 변환기가 대역별로 하나씩 두 개가 필요하다. 이 기

법에서는 전력증폭기 출력에서 두 대역의 신호를 분리

하여 피드백 신호를 얻어냄으로써 Lower band (LB)와 

Upper band (UB)에서 발생하는 자기왜곡 및 교차왜곡

의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두 개의 피드백 경로

를 구성하는 것은 비용 및 면적을 증가시키고 두 경로

간의 특성에 편차가 존재하면 디지털 전치왜곡기의 성

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중 대

역 전송 시스템에서 한 개의 피드백 경로를 갖는 새로

운 디지털 전치왜곡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에

서는 단일 피드백 경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력증폭기

의 두 대역 출력 신호 중 한 대역의 출력신호 밖에 얻을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안하는 전치왜곡 알고리즘

은 세 단계를 거쳐 전력증폭기를 선형화 한다. 첫 번째 

단계는 피드백 경로를 LB로 설정하여 LB의 전력증폭

기 특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는 피드백 경로에 있

는 믹서 (mixer)의 국부 발진기 주파수를 UB로 변환하

여 UB의 전력 증폭기 특성을 파악하며 세 번째 단계에

서는 파악한 두 개의 전력증폭기 특성으로부터 전치 왜

곡 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컴퓨터 모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제안하는 기법은 

한 개의 피드백 경로만을 사용하면서도 두 개의 피드백 

경로를 갖는 기존의 방식과 대등한 선형화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1 Conventional architecture of concurrent dual- 
band DPD system with dual-feedback paths.

Ⅱ. 제안하는 전치왜곡 기법

2.1. 제안하는 이중 대역 송신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송신기의 블록도는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송신기는 전력증폭기의 비선형 보상을 

위해 두 개의 전치왜곡기와 한 개의 피드백 경로를 사

용한다. 한 개의 전치왜곡기는 LB 왜곡 보상을 위해 사

용되며 다른 하나의 전치왜곡기는 UB 왜곡 보상을 위

해 사용된다. 전치왜곡기 출력신호는 DAC (digital- 

to-analog converter)에 의해 각각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된 후 믹서 (mixier)에 의해 각각 전송 주파수 대역으로 

상향 변환된다. 이렇게 주파수 변환된 신호는 합성기에 

의해 더해진 후 광대역 전력증폭기에 의해 증폭된다. 

증폭된 신호는 전치왜곡기의 계수 갱신을 위해 피드백 

되는데 이 때 커플러 등을 이용하여 1/만큼 감쇄된 

피드백 신호를 얻는다. 제안하는 기법은 전치왜곡 계수

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단일 피드백 경로를 시간 분할

을 통해 공유하여 이중대역 전력증폭기의 특성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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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다. 하나의 피드백 경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

대역 전체의 전력증폭기 특성을 한 번에 얻을 수 없다. 

하지만 피드백 경로에 있는 믹서의 국부 발진기 주파수

를 LB/UB로 가변함으로써 시간 분할하여 LB, UB 각 

대역의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LB/UB 피드백 신호

는 각각 정해진 시간에 따라 충분한 시간동안 피드백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이중대역의 전력 증폭기 특성을 순차적으

로 파악 한다. 전력증폭기 특성이 파악되면 전치왜곡 

계수는 파악된 전력증폭기 특성으로부터 얻게 된다. 이 

구조는 피드백 경로를 줄여 하드웨어의 복잡도와 전력 

소비 및 면적을 줄일 수 있다.

Fig. 2 Proposed architecture of concurrent dual-band 
DPD system with a single-feedback path.

2.2. 제안하는 전치 왜곡기 설계

두 개의 중심주파수 , 를 갖는 이중대역 전송 

시스템에서 두 대역의 송신 신호가 단일 전력증폭기를 

통해 증폭이 되면 두 대역 신호 자신들의 비선형 왜곡  

뿐만 아니라 타 대역 신호사이의 교차왜곡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력증폭기의 입출력 관계는 두 개의 

입력에 두 개의 출력을 갖는 비선형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으로 모델링 될 수 있다 

[13]. 이 모델에서  증폭기 입출력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

                  (2)

여기서 ∙  (i=1, 2) 는 각 전송 대역의 전력증폭

기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유사하게, 각 전송 대역

의 전치왜곡 특성 함수를 ∙  (i=1, 2) 라고 하면 전

치왜곡기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4)

여기서 , 를 각 전송 대역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기저대역 송신 신호라고 하면 비선형 특성을 보상하기 

위한 이상적인 전치왜곡기는 다음의 관계를 만족해야

한다.

                (5)

                (6)

여기서 는 전력증폭기의 이상적인 이득이다. 전치

왜곡기의 계수를 구하는 문제를 고려할 때 전력증폭기

에서 두 대역이 서로 교차 비선형 왜곡을 통해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각 대역 별로 전치왜곡 계수를 독립적으

로 구할 수는 없고 두 대역 신호를 모두 고려하여 전치

왜곡 계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전치왜곡 

구조에서는 피드백 경로가 하나이고 동시에 피드백 신

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

은 세 단계를 거쳐 전치왜곡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첫 번째 단계는 전력증폭기의 LB 출력 신호를 

피드백 받아 전력증폭기 특성 ∙을 추정한다. 두 

번째는 UB 출력신호를 피드백 받아 ∙를 추정하

며 세 번째는 앞서 추정한 ∙ , ∙를 이용하여 

전치왜곡기 ∙ ,∙의 계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두 대역의 피드백 신호를 동시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치왜곡 계수는 곧바로 구할 수 없지만, 두 대역에서 

전송하는 송신신호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전력증폭기 특성은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하는 방식의 핵심이다. 

2.2.1. 전력 증폭기 특성 추정

본 논문에서 전력증폭기의 특성은 다항식으로 모델

링 한다. 여기서   이라 가정한다. 이중 대역 전송 

시스템에서 는 의 정수배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전력 증폭기 LB, UB 신호를 기저대역으로 변환한 피드

백 신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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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1은 전력증폭기 모델의 최대 다항식 차수를 나타

내고 M은 메모리 차수이다. 예를 들어 최대 다항식 차

수는 5이고 메모리 효과가 없는 (K=3, M=1) 전력증폭

기 모델을 고려해보자. 전력증폭기의 특성 계수인 과 

의 크기는 각각 ×이며, 와  대역에 영향을 

주는 비선형 조합벡터  , 는 각각 수식 (9), 

(10)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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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LS adaptive algorithm

전력증폭기 특성 계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자승에러에 기반한 비용함수

를 고려한다. 

 ∥∥  






       (11)

전력증폭기의 특성은 시간이나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전력증폭기의 계수는 적응형 알고리즘으로 갱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앞서 정의한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RLS (recursive least squares) 적응형 알고

리즘 [14]을 사용할 수 있으며 표 1에서 정리하였다.

2.2.2. 전치왜곡 특성 계수 추정

전력 증폭기 특성 계수 과 가 추정되면 두 대역

간의 발생한 교차 왜곡 보상을 위한 전치 왜곡 특성은 

추정된 전력증폭기 특성으로부터 얻어진다. 전치왜곡 

특성 추정 방법은 전력증폭기 특성 추정 방법과 유사하

게 다항식에 기반한 전치왜곡 구조를 사용한다. 따라서 

전치왜곡 특성 계수는 그림 3과 같이 추정된 전력증폭

기를 사용함으로써 추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 개

의 피드백 회로로는 두 대역 피드백 신호를 동시에 얻

을 수 없어서 전치왜곡 계수를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두 대역의 전력증폭기 특성 모델을 얻고 나면 그림 3과 

같이 이 전력증폭기 모델을 이용하여 두 대역의 전력증

폭기 출력 신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피

드백 신호를 이용하여 기존의 이중대역 전치왜곡 기법

을 통해 전치왜곡 계수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이 방식은 

추정한 전력증폭기 특성이 실제 전력증폭기 특성과 동

일할 때 제대로 동작한다. 각 전송 대역에서 전치왜곡

기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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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Q-1는 전치왜곡기의 최대 다항식 차수이다. 

예를 들어, 메모리가 없는 5차 다항식을 고려하면 Q=3, 

M=1이 된다. 그러면 전치왜곡 특성 계수 과 는 각

각 × 크기를 갖는 벡터이고 과 는 수식 

(9), (10)에서 을 바꾸면 된다. 전치왜곡 특성 

계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자승 에러에 기반한 비용함수를 고려한다.

 ∥∥  




 

    (14)

여기서  , 은 비선형 벡터로 고려되는 항

으로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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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

여기서 ′ , ′는 각 주파수 대역에서 추정

된 전력증폭기의 출력(피드백 신호)으로 수식 (7), (8)과 

같다. 전치왜곡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RLS 적응

형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이 알고리즘은 표 1에서 입출

력 변수를 교환하여 사용하면 된다.

Fig. 3 Detailed diagram of the proposed DPD architecture 
after PA identification process

Ⅲ. 모의실험 결과

3.1. 모의실험 환경

제안하는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MATLAB을 

이용하여 컴퓨터 모의실험이 수행되었다. 입력 신

호는 64-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으로 

변조되고 20 MHz 대역폭을 갖는 두 개의 독립적인 

LTE 신호가 사용 되었으며 중심 주파수는 각각 

800MHz, 1.8GHz로 설정하였다. 비선형 전력 증폭기 

모델은 Saleh 모델을 이용하였다[15] :

  ×














                    (17)

또한 메모리 효과를 갖는 광대역 전력증폭기를 모델

링하기 위해 (17)의 비선형 시스템 전 단에 [0.7692 

0.1538 0.0769] 계수를 갖는 FIR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를 사용하였다. 전력증폭기와 전치왜곡

기는 최대 다항식 차수 5, 메모리 차수 2로 모델링 하였

다 (K=3, M=3). 송신 신호의 심볼 속도는 30.72  MHz 

이며 전치왜곡이 동작하는 샘플링 클럭은 심볼 속도의 

10배로 설정하였다. 

3.2. 전력증폭기 추정 성능

각각의 전송 대역에 따른 추정된 전력증폭기의 성능

을 확인하였다. 전력증폭기 특성은 다항식에 기반하며 

메모리 차수가 2이고 최대 다항식 차수가 5인 모델

(K=3, M=3)을 사용하였다. 이때 전력증폭기의 특성 계

수 는 ×의 벡터 크기를 가지며 적응형 알고리즘 

동작 시 초기 계수는 ⋯로 설정하였다. 그림 

4는 각 전송 대역의 전력 증폭기 계수가 수렴하는 특성 

곡성을 보이며 이는 수식 (11)으로부터 얻어진다. 결과

에 따르면 적응형 알고리즘은 1000개의 샘플 이내에 수

렴하고 있으며 MSE (mean square error)는 약  정

도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추정된 전력증폭기 계수

는 다음과 같다.

 [1.0127 + 0.0282i, -0.1845 - 0.5808i, -0.0753 + 0.35

90i, -0.2727 - 0.9341i, 0.0641 + 0.4361i, 0.0023 +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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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i, 0.0102 + 0.0397i, 0.0405 - 0.0314i, 0.0095 - 0.0361i, 

0.014 - 0.0008i, -0.2676 + 0.2952i, -0.5151 + 0.3859i, -

0.0062 - 0.0101i, -0.0262 + 0.0246i, 0.02590 - 0.0305i, -

0.0003 - 0.0071i, 0.0767 - 0.0981i, 0.2823 - 0.1854i ]

 [1.0203 + 0.0706i, -0.1207 - 0.4673i, -0.0248 + 0.108

6i, -0.3042 - 1.2266i, -0.2401 + 1.0987i, -0.51859 + 1.7537

i, -0.0017 - 0.0042i, -0.0147 - 0.0038i, -0.0019 + 0.1398i, -

0.03801 + 0.0565i, 0.1221 - 0.2259i, 0.4107 - 0.3905i, -0.0

005 + 0.0004i, 0.0105 + 0.0017i, -0.0055 - 0.075i, 0.027 - 

0.0327i, -0.0771 + 0.1367i, -0.2698 + 0.2407i]

그림 5에서는 추정된 전력증폭기 모델의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한 스펙트럼 성능을 보인다. (a)는 Saleh 전력

증폭기의 출력 스펙트럼이고 (b)는 추정된 전력증폭기

의 출력 스펙트럼이다. 결과에 따르면 추정된 전력 증

폭기 모델은 실제 전력증폭기 특성과 거의 동일함을 확

인할 수 있다.

3.3. 제안하는 전치왜곡기 성능

그림 6은 전치왜곡 계수가 수렴하는 특성 곡선을 보

이며 수식 (14)로부터 얻어진다. 전치왜곡 특성은 다항

식에 기반하며 메모리 차수가 2이고 최대 다항식 차수

가 5인 모델 (Q=3, M=3)이 고려된다. 이때 전치왜곡 특

성 계수 은 ×의 벡터 크기를 가지며 적응형 알

고리즘 동작 시 초기 계수는 ⋯로 설정하였

다. 결과에 따르면 적응형 알고리즘은 1000개의 샘플 

이내에 수렴하고 있으며 MSE (mean square error)는 약 

 정도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추정된 전치왜곡 

계수는 다음과 같다.

 [0.9871 - 0.0269i, 0.2047 + 0.5349i, -0.1343 + 0.04

11i, 0.313 + 0.8737i, -0.6581 + 0.1173i, -0.6407 + 0.243

3i, -0.013 - 0.0397i, -0.0233 + 0.0322i, 0.1007 - 0.1151i, 

-0.0139 - 0.0229i, 0.5838 - 0.2475i, 1.2115 - 0.7386i, 0.0

073 + 0.0103i, 0.0286 - 0.031i, -0.0921 + 0.1293i, 0.013

3 + 0.0156i, -0.2304 + 0.07i, -0.6553 + 0.3888i]

 [0.9813 - 0.0691i, 0.1588 + 0.441i, -0.0299 - 0.006

i, 0.4125 + 1.1286i, -0.5418 - 0.1897i, -0.0871 - 0.5424i, 

-0.0077 + 0.0055i, 0.0006 - 0.0217i, -0.0248 + 0.003i, -

0.0208 - 0.069i, 0.0815 + 0.3017i, 0.3025 + 0.5418i, 0.0

048 - 0.0012i, -0.0007 + 0.0115i, 0.0138 + 0.006i, 0.011

5 + 0.0422i, -0.0566 - 0.1721i, -0.176 - 0.2969i ]

 

그림 7은 LB와 UB에서의 전치왜곡 스펙트럼 성능

을 나타낸다. (a)는 전치왜곡을 적용하지 않은 전력증폭

기 출력 스펙트럼 특성을 나타낸다. (b)는 두 개의 피드

백 경로를 사용하는 기존의 전치왜곡 기술이 적용된 전

력 증폭기 출력 스펙트럼 특성이고 (c)는 한 개의 피드백 

경로를 사용하는 제안하는 전치왜곡 기술이 적용된 전

력 증폭기 출력 스펙트럼 특성이다. 전치왜곡기가 적용

되지 않은 경우 전력증폭기 출력은 심하게 왜곡이 되어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나고 있고 인접 채널에 심한 간섭

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은 전치왜곡 알고리즘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한 개의 피

드백 경로를 사용한 제안 방식이 두 개의 피드백 경로를 

사용한 경우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으로 표 2에서 ACLR (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을 

비교하면 제안하는 전치왜곡 적용 시 약 27~31 dB 이상

의 spectral regrowth를 제거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송신신호의 품질을 비교하기 위하여 EVM(error 

vector magnitude)을 비교하였다. EV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8)

표 3은 EVM 측정값을 나타낸다. 전치왜곡이 적용되

지 않는 경우 LB, UB에서 전력증폭기 출력의 EVM 값

은 각각 4.046 %와 4.533 %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8의 64-QAM 성상도에서 두 대역 모두 송신신호

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보인다. 반면 전치왜곡 기법

을 적용하면 EVM이 각각 0.031 %, 0.054 %로 줄어들

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피드백 경로 수의 

따른 전치왜곡 기법 성능을 비교하면 한 개의 피드백 

경로만을 사용하여도 두 개의 피드백 경로를 사용하는 

전치왜곡과 거의 동일한 EVM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 개의 피드백 경로만으로

도 두 대역에 해당하는 전력증폭기 특성을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있으며 전치왜곡도 잘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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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dentified PA output spectrum (a) Saleh model PA output (b) identified PA output

Fig. 4 Learning Curves for PA Identification  (a) : LB (b) : UB

Fig. 6 Learning Curves for DPD  (a) : LB (b) : 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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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SD performance at LB and UB PA output with DPD (a) without DPD (b) dual-feedback DPD (c) single- 
feedback DPD 

Fig. 8 64 QAM-Constellation with and without PD (a) PD with dual-feedback paths (b) PD with single-feedback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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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안하는 전치왜곡 기법을 적용하면 단일 피드백 

경로만 이용하여도 두 개의 피드백 경로를 사용하는 기

존 전치왜곡기와 거의 동일한 선형화 성능을 얻을 수 

있다.

Table. 2 ACLR performance

LB

(±20MHz) 

UB

(±20MHz) 

Before DPD -38.02 dB -37.37 dB

After DPD 
(dual-feedback)

-65.52 dB -69.67 dB

After DPD
(single-feedback)

-65.52 dB -69.67 dB

Table. 3 EVM performance

LB (%) UB (%)

Before DPD 4.046 4.533

After DPD 
(dual-feedback)

0.031 0.054

After DPD
(single-feedback)

0.031 0.054

Ⅳ. 결 론

이중대역 전송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DPD 기법이 

제안되었다. 기존의 이중 대역 시스템과 비교하면 제안

하는 방식은 단일 피드백 경로만을 사용한다. 이 구조

에서는 한 개의 피드백 경로를 공유함으로써 이중대역 

전력증폭기의 특성을 가변해가며 순차적으로 찾게 된

다. 전력증폭기 특성 추정 후, 디지털 전치왜곡 파라미

터들은 추정된 전력증폭기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식이 두 개의 피드

백 경로를 가지는 기존 방식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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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 2001년 6월 : SK텔레시그 책임연구원
2001년 8월 ~ 2008년 4월 : 단암전자통신 수석연구원
2008년 7월 ~ 현재 : 케이엠더블유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 이동무선통신, 마이크로파 회로해석 및 설계, 통신신호처리

정의림(Eui-Rim Jeong)

1995년：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 공학과 학사
1997년：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 공학과 석사
2001년：한국과학기술원 전자 전산학과 박사
2009년 1월 ~ 현재: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통신신호처리, 전치왜곡, 모뎀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