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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세대 무선통신시스템은 적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

이션에 따라 다양한 변조방식, 주파수 대역, 선형성 등의
다중-모드/다중-대역(Multi-Mode/Multi-Band)을 선택 및

동시 지원이 가능한 고효율의 RF 송신구조를 요구한다. 
이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송신기 구조와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1],[2]. 
폴라 송신기는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송신기 구조로써

폴라 송신기 내부에서 디지털적으로 진폭과 위상신호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신표준에 대한 적

용이 가능하며, 송신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폴라 송신기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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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파용 소프트웨어 기반 폴라 송신기를 구현하고, 경로 간의 동기화를 분석하였다. 폴라 송신기
의 위상신호와 진폭신호의 두 경로 간 시간 지연부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화된 보정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보정 전과 보정 후의 두 경로 간 동기화 결과를 비교하였다. 동기화 보정하기 전, 9.3 GHz에서 두 경로 간 지연부정합은
최대 97 nsec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점유대역폭은 12 MHz이었으며, 제안한 보정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두 경로
간 동기화를 이루었고, 점유대역폭도 기존의 3.7 MHz로 복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made the microwave polar transmitter based on the software to analyze the synchronization status between the 
phase signal and the amplitude signal of polar transmitter, and analyzed the result. In order to solve the time delay mismatch problem, 
we applied simplified compensation algorithm and compared the synchronization status between the two paths before and after 
compensation. Before compensation, the value of time delay mismatch was the maximum of 97 nsec at 9.3 GHz with the occupied 
bandwidth of 12 MHz, but after applying the compensation algorithm, the signals between the two paths were synchronized, and we 
identified the occupied bandwidth could recover to the previous 3.7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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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fined Radio) 구조로 적용함에 따라 폴라 송신
기 내의 다양한 송신 블록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어 재

구성(reconfiguration)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3]. 
그러나 폴라변환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적으로 진폭신

호와 위상신호로 신호가 분리되어 마이크로파 폴라증폭

단에서 합쳐지는 구조이므로, 진폭신호 경로와 위상신호
경로 간의 시간 지연 차이로 인한 부정합이 일어날 경우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열화되며, 부정합이 커지면 대역
외로 간섭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경로 동기화는 마이크로
파 폴라 증폭단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4]～[7]. 또한, 주파수가 높아지고 송신출력이 커짐에 따라
진폭변조기의 높은 스위칭 속도와 광대역 특성을 요구하

기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만
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8],[9]. 따라서 위성통신, 기상
레이더, 군사용 레이더 등 향후에는 마이크로파 대역 이
상의 환경에서도 폴라 증폭단을 적용할 수 있는 송신기

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파 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폴라 송신기를 설계하고, 폴라 증폭단의 위상과 진폭신호
의 두 경로 간 시간 지연차에 따른 부정합을 보정하고자

한다. 두 경로 간의 지연 부정합을 보정하기 위해 기존에
는 위상과 진폭신호의 지연에 관련된 조정값을 적용하여

동기화를 맞추었다[10],[11].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을 단순
화하기 위해 두 경로 중 위상신호 경로는 기준신호로 두

고, 진폭신호 경로에 단순화된 보정알고리즘을 통한 조정
값을 적용하여 동기화를 맞추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구
현한 보정알고리즘 적용은 위상신호와 진폭신호가 합쳐

진 송신신호대비, 피드-백되어돌아온진폭신호와위상
신호가 합쳐진 신호의 위상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보정
전 신호와 보정 후 신호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마이크로파 폴라 송신기는 그림 1

과 같다.  
신호생성부에서 QPSK 신호를 생성하고, 폴라변환부에

서는 QPSK의 I/Q 신호를 폴라변환을 거쳐 디지털적으로
위상신호와 진폭신호로 분리한다. 이 중에서 위상신호는
다시 소프트웨어 제어를 기반으로 DDS를 통해 입력값에
대한 주파수 설정 및 변조과정을 수행하여 일정한 포락

선을 갖는 위상변조(PM) 신호로 변환되며, 상향변환부를

그림 1. 설계한 폴라 송신기의 전체 구성도
Fig. 1. The block diagram of the designed polar transmitter.

 
거쳐 마이크로파 대역으로 상향변환 후 전력증폭부의 입

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폴라변환된 진폭신호는 직접 마이
크로파 전력증폭부의 진폭변조(AM) 회로에서 진폭신호
의 변화에 따라 전력증폭부의 바이어스를 제어하여 최종

적으로 전력증폭부에서 PM 신호와 AM 신호가 합쳐진다. 
PM 신호와 AM 신호의 두 경로 간 지연 부정합을 정합하
기 위해 피드-백 루프를 구성하였다.

Ⅱ. 경로 동기화를 위한 보정알고리즘 구현

일반적으로 두 경로 간 비동기에 의한 신호를 분석하

고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드-백 루프를 통한 딜레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림 2와 같이 딜레이 보정블록을 구
성한다[10],[11]. 여기서 은 진폭변조(AM) 신호 경로 딜
레이, 는 위상변조(PM) 신호 경로 딜레이이고, 서로

다른 딜레이  , 를 동기화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계

수  , 를 각 경로에 삽입하는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경로 모두 동시에 제어하기에는 알

고리즘이 복잡하므로, 알고리즘 단순화를 위하여 PM 신
호 경로 딜레이를 고정시키고, AM 신호 경로 딜레이를
변화시켜 동기화 시키는 구조를 그림 3과 같이 재구성하
였다. 그림 1에서 피드-백 보정부를 세분화하면그림 3과
같다. 여기서 는 타겟 신호, 는 에러신호,  
는 출력신호이다. 그림 3에서 와  를 각각 식 (1)
과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co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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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두 경로 간 시간지연 부정합 보상을 위한 구성도
Fig. 2. The configuration for compensating a mismatch due 

to the time-delay between the two signal paths.

 

그림 3. 두 경로 간 동기화를 위한 보정블럭
Fig. 3. The configuration of compensation blocks for synch-

ronization between the two signal paths.
 

         cos    (2)
  
식 (1)과 식 (2)에 의해  는 식 (3)으로 정리된다.
  

     
         cos    (3)

  
 의 MSE(Mean Square Error)로서의 비용함수(cost 

function)  [10]를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cos   

 
               (4)

는 통계적 기대 연산자(Statistical Expectation Oper- 
ator)[10]이다. 그러므로, 가 최소가 되도록 동작환경을 변
경하는 것이 보정알고리즘의 핵심이다. 여기서 동작환경
이라함은 가된다. 즉,   값이최소가 되는 값을변경

해야 하는 것이다. 최급강하법(Steepest Descent)[12]에 의해

는 다음의 반복 식으로 표현된다.  
  

      

  
   (5)

  
여기서, 는 적응적 스텝 크기(adaptation step size) 파
라미터이다. 식 (5)의  를 다시 정리하면 식 (6)
과 같다.  

  




 


     








 






(6)
  
식 (6)에서통계적기대기울기(statistical expectation gra-

dient)를 확률적 기대 기울기(stochastic gradient)인 순시 기
울기(instantaneous gradient)로 근사화 하면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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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러므로, 코스트 함수인 의 기울기는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coscos  ·




  ·cos ·

(8)

최종적으로, 에 대한 반복 식은 식 (9)와 같다.  

  

  
 

 


  ·cos ·

(9)

식 (9)에 대한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두 경로 간의 비동기를 능
동적으로 제어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능동 필터의 내부에

시간 지연 요소를 삽입하여 동기를 맞출 수 있도록 고안

하였다. 그림 4에서 전력증폭기 모델이 두 개 사용이 된
것은 전력증폭기의 출력신호의 기준을 위한 것으로서

PM 신호 경로의 시간지연을 기준으로 하여 AM 신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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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정합을 보상을 위해 능동필터를 적용한 시뮬

레이션 환경

Fig. 4. The simulation environment to apply the active fil-
ter for mismatch compensation.

 
로의 시간지연을 최적화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림 4의 시간지연 능동필터의 응답시간은 필터 파라미
터를 조정하여 충분히 빠르게 동기화 시킬 수 있도록 조

절할 수 있다. 또한, 가변 시간 지연(variable time delay)를
포함하도록 하여 필터의 계수에 의하여 딜레이를 변화시

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5는 입력신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전력

증폭기 출력 파형은 초기에는 비동기에 의한 왜곡을 가

지고 있다가 적응필터에 의해서 보상됨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보정알고리즘 적용 후 에러출력도 전력증폭기의 출

력파형이 보상됨에 따라 작아져서 동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폭과 위상의 두 경로 간 지연 부정합을 보정하기 위

그림 5. 능동필터를 적용한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
Fig. 5. The simulation result of the system with active fil-

ter.

그림 6. 두 경로 간 동기화를 위한 피드-백 구성
Fig. 6. The configuration of feed-back loop for synchroniza-

tion between the two signal paths.

   
하여 그림 6과 같이 구성하여 FPGA로 구현하였다. 피드-
백 샘플링 된 신호가 ADC로 입력된다. 피드-백 신호는
20 MHz의 IF 주파수로 변조된 신호이다. 내부의 자체 구
현한 DDS 블록을 통하여 20 MHz 피드-백 신호에 대해서
I/Q 변환을 하고, 변환된 신호는 필터블록을 거쳐 CO-
RDIC 블록으로 입력되어 위상신호 성분과 진폭신호 성
분으로 분리된다. 이 신호는 다시 루프필터를 통과한 후
신호 추적 블록인 AM/PM TIME TRACK으로 입력되어
위상신호와 진폭신호의 지연 부정합(time delay)을 측정한
다. 측정된 시간 지연은 보정 알고리즘으로 입력되어 보
정을 위한 조정값을 최종 출력하게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6의 피드-백 경로 신호는 ADC에 의해서 14 bit 디

지털 변환되어 FPGA의 피드-백 보정부으로 입력된다. 
ADC는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14 bit의 디지털 값으로 피
드백 보정부로 전달하는데, 이때 데이터 전송과 동기되는
동기클럭을 동시에 출력하여 피드-백 보정부에서 기준

클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드-백 보정부의 출력 값인 offset은 8 bit 값으로서

FPGA 안에 있는 디지털 송신부로 전달되어 디지털 통신
신호의 DDS 드라이버에서 진폭신호의 시간을 조정하여
외부 DDS을 제어하도록 설계했다. 
피드-백 신호로부터 위상신호와 진폭신호의 시간 지연

에대한 측정가능한시간을정해야한다. 본논문에서실
험을 위해 정의한 데이터 통신 패킷구조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시점은 Skew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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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 통신을 위한 패킷구조
Table 1. The packet structure for data communication.

Preamble(0×AA) Skew(0×66) Size Data
20 byte 3 byte 1 byte 256 byte

 
3-Byte의 시간이다. 초기 Preamble에서는 0×AA의 데이터
로서 진폭과 위상이 일정한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위
상과 주파수 관련한 측정이 가능하다. Skew 구간에서는
0×66의 데이터로 진폭과 위상이 변화되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진폭과 위상의 시간 차이를 측정 및 계산한다. 
여기서, Preamble은 위상 및 주파수 고정을 위하여 사

용하게 되고 Skew는 Sampling point(Phase) 조정 및 start 
확인을 위하여 사용한다. Size는 Rx에서 데이터 길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수신시 AP로 전송하지 않는
다. AP에서 FPGA(Tx)로 송신한 데이터의 길이(개수)가
저장된다. Data는 최대 256 byte 송수신이 가능하며, Rx에
서는 Size 값의 길이까지만 유효데이터로 확인한다. 진폭
신호에 대한 최대치의 시간을 찾고, 위상변화를 주파수로
변환하여 주파수 변화의 최대치를 찾아서 이 두 시간 사

이의 차이를 지연 차이로 정의하였다. 
그림 6의 피드백 보정블록에서 피드백된 입력신호는

폴러변화부를 거쳐 출력된 위상과 진폭신호로부터 시간

지연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법은 PME(Peak Magnitude Ev-
ent) 방식으로 진폭의 최대값과 위상변화의 최대값이 나
타나는 시간의 차이로 지연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13]. 
그림 7은 시간 지연 계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피드-

백 신호의 위상값과 진폭값이 입력된 후, 위상입력에 대
해서 시간지연 계산이 유효한 시간인지를 확인한 다음, 
위상변화에 대한 주파수 계산 후, 주파수 최대점이 되는
시간을 찾는다. 진폭입력에 대해서는 시간지연 계산이 유
효한 시간에 대해서 직접 진폭의 최대점이 되는 시간을

찾으며, 최종적으로 주파수 최대 시점과 진폭 최대 시점
의 차이를 시간지연 값으로 계산해 낸다. 
시간 측정 기능을 FPGA에 구현하여 동작을 그림 8 및

그림 9와 같이 시험하였다. 그림 8은 진폭과 위상 변화가
일치할 때의 모습으로서 진폭의 최소에서 위상변화의 최

대가 관측되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림 9는 진폭과 위상이 비동기되었을 때의 측정한 결

그림 7. 그림 6의 AM/PM TIME TRACK 블록에서 부정

합 보상을 하기 위한 순서도

Fig. 7. The flow chart for the mismatch compensation in   
AM/PM TIME TRACK block in Fig. 6.

 

그림 8. 진폭과 위상이 동기되었을 때의 진폭과 위상변화
의 관계

Fig. 8. The relationship between radius and phase variation.

 

과이다. 위상변화의 최대값은 진폭의 최소점 값보다 앞에
나타나거나, 뒤에 나타나게 된다. 위상변화의 최소값에서
진폭 또한 최소점을 나타나게 되어, 신호 처리시에 구분
이 필요하다. 위상변화에 대한 진폭의 최소값은 원래 신
호에 의한 진폭의 최소값보다 작아 구분이 가능하다. 

Ⅲ. 폴라송신기의 위상과 진폭신호 동기화 분석

본 논문에서는 폴라송신기를 설계 및 제작하고, 그 결
과를 분석하였다. 진폭과 위상신호의 각각의 출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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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진폭과 위상이 비동기되었을 때의 진폭과 위상변

화의 관계

Fig. 9. The relationship between radius and phase variation. 
 
하고 피드-백 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확인한 다음, 보정알
고리즘을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분석하였다. 

AM 신호와 PM 신호 출력의 동기화 분석을 위해 폴라
송신기의 출력에서 재 결합시켜 피드-백된 신호를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비교 검증을 위하여 송
신데이터를 내부 DDS을 사용하여 20 MHz 변조하여 비
교를 위한 기준 신호를 만들어 DAC을 통하여 출력하게
하고, 또 다른 송신 데이터를 외부 DDS와 상향변환기를
거쳐 피드-백되어 복조된 20 MHz 신호와 비교하였다.
보정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 그림 10과 같이 기준 송

그림 10. 두 경로 간의 지연 부정합 차이로 인한 결과. 
(a) 송신신호, (b) 피드-백 신호

Fig. 10. The result of the delay mismatch between the two 
signal paths due to the difference. (a) Transmitted 
signals, (b) feed-back signals.

그림 11. 보정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결과. (a) 송신신호, 
(b) 피드-백 신호

Fig. 11. The result after applying the proposed compensa-
tion algorithm. (a) Transmitted signals, (b) feed-back 
signals.

  

신 신호(a) 대비 피드-백 되어 복조된 신호(b)는 그림 9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두 경로 간의 비동기로 인한 지연

부정합이 발생을 하여 진폭의 최소 변화 구간이 아닌 지

점에서 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7과 그림 8에 의해 보정알고리즘을 적용시킨 후, 

그림 11과 같이 진폭의 최소 변화 구간에서 위상변화가
일어나며, 피드-백 신호는 송신 기준 신호와 일치하는 것

그림 12. 스펙트럼 결과비교. 보상알고리즘 적용 전(a)과
적용 후(b)

Fig. 12. The result of spectrum comparison. Without com-
pensation algorithm(a), with compensation algori-
th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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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연부정합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점유대역폭

Table 2. The occupied bandwidth due to differences of the 
delay mismatch.
Time delay

difference(nsec)
Occupied 

bandwidth(MHz)
0 3.7
29 3.8
39 3.9
58 8.3
68 9.3
78 10.5
87 11.5
97 12.0

을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지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 알고리즘 적용 전과 적용 후의 X-대역에서 스펙

트럼 결과를 그림 12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 12(a)의 경우, AM과 PM 신호 두 경로 간에
58 nsec의 지연 부정합이 발생하였을 때의 스펙트럼 결과
이고, 그림 12(b)의 경우, 단순화된 보정 알고리즘 적용한
보정 후의 스펙트럼 결과이다. 그림 12에서 보는 것과 같
이, 보정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점유대역폭도 현저히 줄
어듬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경로 간 지연 부정합에 따른
점유대역폭을 표 2에 정리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파 대역용 폴라송신기의 두 경

로 간 지연 부정합을 분석하기 마이크로파 폴라송신기를

설계 및 경로 간 동기화 보정 알고리즘을 분석하였다. 두
경로 간의 지연 부정합을 보정하기 위해 폴라 송신기 자

체에 피드-백루프를구성한 다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
순화된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보정 전, 시간영역
에서 확인하였을 때, 진폭의 최소구간이 아닌 지점에서
위상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지연차는 약 58 nsec이었
다. 보정 후, 정확히 동기되어 진폭의 최소구간에서 위상
변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9.3 GHz에서 스펙트럼 결
과에서는 보정 전, 최대 97 nsec의 지연차가 발생하였으

며, 이에 따른 점유대역폭은 12 MHz이었다. 보정 후, 두
경로 간 지연차를 보정하였으며, 점유대역폭도 약 3.7 
MHz로 복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선형 특성 외에
도 온도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전력증폭부에 인가되는 두

경로 간의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정알고리즘으로 피

드-백되는 신호를 분석하고, 그 중요성을 검증할 수 있
었다. 
본 논문은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소프트

웨어 기반 폴라 송신기에 대한 연구로 향후 마이크로파

대역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 참고자

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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