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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음향 력 증폭기의 출력단에서 발생하는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제안하고 그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음향 력 증폭기에 사용되는 소자에 의한 비선형성을 간 학습구조와 응형 필터로

구성되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로 보상한다. 응형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이 시간 으로 변

하더라도 이를 응 으로 보상할수 있다. 모의실험 결과 치보상기는 3 차의 다항식으로 구 할 수 있으며 홀수

차 비선형성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보 다. 짝수 차 비선형은 출력 신호에 존재하는 직류 옵셋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제안하는 기술로는 제거가 어려우므로 바이어스 회로 설계 시 유의해야 한다. 제안하는

기술은 아날로그 시스템의 본질 특성 결함을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로서 보상할 수 있음을 보여 다.

• 주제어 :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비선형 보상, 음향 증폭기, 간 학습구조, 응형 필터

Abstract We propose a digital signal processing technic that can compensate the non-linearity inherent

in audio amplifiers, and present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inherent non-linearity of the audio power

amplifier arising from analog devices is compensated via a digital signal processing technic consisting of

indirect learning architecture and an adaptive filter.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compensator can

be realized using a third-order polynomial and compensates odd-order non-linearity efficiently. The

even-oder non-linearity is mainly due to the dc offset at the output, which is difficult to eliminate with

the proposed method. Care must be taken in designing the bias circuit to avoid the DC offset at the output.

The proposed technic has significance in that digital signal processing technic can compensate for the

impairment that is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an analog system.

• Key Words : Convergence of analog and digital systems, nonlinear compensation, audio amplifier, indirect

learning architecture, adaptiv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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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공학에서다루는 부분의시스템에서는입출력신호

의 계가 선형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입

력 신호의 범 가 한정되거나 통계 성질이 평균을

심으로 분산이 크지않아 시스템의 비선형특성 일부

분에서만 동작하게 되어 선형으로 근사할 수 있는 경우

가 부분이다. 신호 크기의 범 가 넓은 력 증폭기와

같은 경우는 신호가 소자의 비선형성의 향을 받지 않

을수가없어출력신호의왜곡이발생하는경우가많다.

통신시스템에서송신기의출력단은 력증폭기를포함

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폭기의 비선형이 진폭이 큰 신호

에 향을 경우 출력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고, 이는

송신 신호의 역폭증가로 이어져 인 채 간섭을 유

발하고 신호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를 피하기 해 송

신정격출력보다훨씬 용량이큰 증폭기를 채용하되 필

요한 선형성이 보장될수 있도록출력을 이는 력 백

-오 (back-off) 방식을 많이 이용하여 왔다. 이 방식은

증폭기의 력효율이떨어지고송신기의부피가커진다

는단 이있다. 통신분야에서는이를극복하기 해신

호처리기술을이용하여 력증폭기의비선형을보상하

는 방식들이 제안되어 왔다[1,2,3,4,5,6,7,8]. 신호처리 기

술은디지털회로와소 트웨어를이용하므로통신의출

력단에서와 같이 높은 주 수의 신호를 직 처리할 수

는없어서신호의변조 복조 과정이포함되어야하는

경우가 많다.

진폭이큰신호를증폭하는 다른경우 의하나로

음향 력증폭기(이하 ‘ 력 증폭기’라고 함)를 들 수 있

다. 고음질(hi-fi) 력 증폭기 (일명오디오앰 )는진공

을 이용하거나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질에 해 어느 쪽이 좋은가에 해서는 아직도 논란

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진공 증폭기의 음질을 선호하

지만 객 인 총고조 왜율(THD; total harmonic

distortion)의 에서는 트랜지스터 증폭기가 훨씬 우

수하다. 이는 비선형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

는데, 진공 은 이차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트랜지

스터는 지수함수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차 비선형

에 의해서는 입력 신호의 주 수 성분과 2 차 고조 가

성분이 출력신호에나타나는데이 두주 수 성분이 화

음을 이루고, 지수함수 인 비선형 특성에서는 짝수차

고조 성분뿐만 아니라 홀수차 고조 성분들도 함께

나타나는데 홀수차 고조 가 불 화음을 일으키고 사람

의귀는이에민감하게반응한다고한다[9]. 증폭기의역할

이충실한원음의재생에있다고하면트랜지스터 력증

폭기가 훨씬 우월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공 력증폭기의음질을원한다면별도의신호처리

과정을통하여선택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는기술자

들도많이 있다[9,10,11,12]. 진공 증폭기의음질을 선호

하는 사람들은 진공 의 비선형 특성을 좋아하는 것이므

로 이를 보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트랜지스터도 지수함수 인 비선형 특성을 갖지만, 고

가의 고품질 력 증폭기는 피드백을 이용하여 비선형성

을 극복하므로 증폭기에서 발생하는 왜곡은 거의 문제가

되지않을정도로 다. 그러나보 형공 용(PA; public

address) 증폭기와같은경우는왜곡을보상할수있는경

쟁력있는다른방법을모색해보는것도의미가있다. 이

논문은간단한디지털신호처리기술을이용하는비선형

보상을 통해 음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논문에서는, 통신시스템의송신 계용 력증

폭기의 비선형성 보상에 이용되었던,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한 치 보상 방식을 채용하여 비교 비

용으로 력 증폭기의 성능을향상할수 있는방안을 제

시한다. 제 II 장에서는간단한 력 증폭기의 비선형 특

성을살펴보고, 이를보상할수있는 치보상알고리듬

을 소개한다. 제 III 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하여 비선형

보상 알고리듬의 성능을 평가하고 제 IV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향 전력 폭기 비  특  및 

보상 알고리듬

2.1 향 전력 폭기  비  특

력증폭기의비선형성은 트랜지스터의입력 압과

출력 류의 계에 기인한다. 이극성 합트랜지스터

(bipolar junction transistor, BJT)는 지수함수의 계를

갖고, 계효과트랜지스터(field-effect transistor, FET)

는 이차함수의특성을갖는다. 입력신호의변화폭이작

은 소신호에 해서는 계 곡선 상에서 동작하는 범

가작아선형으로근사할수있지만, 력 증폭기의출력

단과 같은 경우에는 소신호가 아니어서 입출력 계의

비선형이 출력 신호에 향을 주게 된다.

력 효율을 높이려면 B 고-당김(push-pull)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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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lass AB power amplifier circuit used in the experiment.

폭기 회로를 채용하여야 하지만 교차(cross-over) 왜곡

이 발생하여 음질을 떨어뜨리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신 트랜지스터에약간의바이어스를 류를흘려서크

로스-오버를 피하는 AB 회로를 채용하는데, 바이어

스 류가 클수록 선형성이 좋아지지만 력 효율은 떨

어진다. 따라서 선형성과 력 효율 사이에서 타 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는 선형성과 력 효율을 모두 높이

기 해 최소한의 바이어스 류를 흘리고 이때 발생하

는 비선형성을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보상

한다. 디지털신호처리기술을 용하기 하여먼

력 증폭기의 비선형성을 모델링 한다. 력 증폭기의 비

선형성을모델링하는이유는이논문에서제시하는디지

털신호처리 기술을실제로 용하기 해 비선형 력

증폭기의 모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비선형 보상 알

고리듬의성능을평가하는모의실험을 해서는비선형

력 증폭기의 모델이 필요하다.

[Fig. 1]에 실험에서 사용한 AB 증폭기의 회로를

보 다. 이 회로에서는 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하 는

데, 류를 고 당기는 방식의 회로에서는 NMOS와

PMOS의특성이극성만제외하고모두완 히동일하여

야 하지만 실제로는그 지못해 출력신호의형이 양의

값을가질때와음의값을가질때가완 히 칭이아닐

경우가많다. MOS 트랜지스터는게이트-소스간 압이

임계 압(threshold voltage) 보다 커야 류가 흐르기

시작하므로 항 R1−R4로 바이어스 압을 인가하

다. 부하로는 일반 인 스피커의 입력 임피던스를 나타

내는 8 Ω의 항을사용하 다. 원 압은 ±12 V를인

가하 다. 트랜지스터를 NMOS, PMOS 모두 각각 3 개

씩 사용한 것은 력 소모를 분산하기 해서이다.

[Fig. 2]에 이회로의입출력 압 계를보 다. 입력

과 출력 신호를 모두 정규화하여 표시하 는데, 이는 비

선형성을 갖는 시스템에서 신호를 다룰 때 신호의 크기

가 1보다커질경우수렴속도나안정성에서문제가발생

할수있기때문이다. 실제시스템에 용하는신호처리

에서는신호를 1보다작은신호로정규화하여사용하고

시스템에 용할때는 정규화할 때사용한계수를 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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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ormalized input-output characteristic of 

the amplifier used in the experiment.

로 용하여 원래의 크기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림의

특성곡선에서신호가양의값을가질때와음의값을가

질 때 특성 곡선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NMOS와 PMOS의 특징이 완 한 칭이아니

기 때문이며 짝수 차 비선형으로 표시된다. RF 신호와

같이 고주 를 다룰 때에는 짝수 차 비선형에 의해서는

직류 는차수에비례하는주 수고조 가발생하여

심주 수 역 외에존재하게되므로신호의 품질에

향을 주지않지만음향 신호에서는 짝수차 비선형에 의

해발생하는왜곡신호성분이가청주 수 역내에존

재할수있으므로보상하지않으면안된다. 여기서는앞

의서론에서도 언 한것처럼짝수 차비선형에의해 발

생하는 화음 효과도 신호의 왜곡으로 간주한다.

이회로의입력 압을  , 출력 압을 라고하면,

력 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은

  (1)

와같이쓸수있다. 여기서 는 와  사이의비선형

계를 나타낸다. 입·출력 신호의 비선형 계를 구하기

해 1 kHz의입력신호를진폭을늘려가며입력신호의

크기에 한출력의비를구한다. 특성을 악하기 해

사용한 입력신호의진폭 벡터와측정한출력 신호의 진

폭 벡터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v   ⋯  

v   ⋯  
(2)

여기서 은비선형특성 악에사용된입, 출력신호의

진폭의 의 개수를 나타낸다. 력 증폭기의 비선형 입

출력 계는여러가지비선형모델로나타낼수있지만,

여기서는 비교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한

메모리 없는 다항식 모델을 사용한다. 력 증폭기의 다

항식 모델은 식 (3)과 같이 쓸 수 있다.

        
  

  ⋯


  

∞




(3)

력증폭기의비선형성을 악하기 해서는다항식

의 계수 를 구해야 한다. 비선형의 최고차항이 라고

하고 력 증폭기의 입력 신호의 진폭으로 구성된 행렬

V 를 식 (4)와 같이 정의하면

V 











   ⋯ 
 
 

 ⋯


⋮
 

⋮


⋱⋮
⋯



(4)

력증폭기의출력신호의진폭의벡터 v는아래의

식 (5)와 같이 쓸 수 있다.

v  V
a (5)

윗 첨자 T는 행렬의 치(transpose)를 나타낸다. 다

항식의 계수 벡터 a는 입·출력 벡터 으로부터 최소제

곱오차방식(least squares; LS)을 사용하여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13].

a  V V
V v (6)

이 게비선형계수로 력증폭기의입출력을나타내

었을 때 다항식 모델의 출력과 실제 력 증폭기 출력의

정규오차제곱 (NSE; normalized squared error)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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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 ( )y t
( )v t

( )w t

( )e t 

[Fig. 5] The block diagram of the pre-compensating algorithm using indirect learning architecture.


 

v
 v

vV
avV

a
(7)

와 같이 주어진다.

2.2 전  비  보상

력 증폭기에서 왜곡된 신호를 이후에 보상하는 것

은 어렵다. 력 증폭기가 스피커로 달되는 경로에서

가장 마지막 단이므로 이 단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보상

하는것은되먹임(피드백)을 통해앞단에서보상하는것

이 쉽다. 여기서도 력 증폭기의 출력에서 샘 한 신호

를 왜곡이 발생하기 의 신호와 비교하여 신호가 력

증폭기에 입력 되기 에, 왜곡이 발생하는 방향과 반

방향으로 미리 신호를 보상하여, 이 신호가 력 증폭기

의 비선형을 지나면 그 효과가 상쇄하여 비선형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는 력 증폭

기의 비선형성과 역(逆, inverse)의 계를 갖는 치 보

상기가필요하다. [Fig. 3]에 치 보상방식의개념도를

보 다. 그림에서 치 보상부의 특성 곡선이 비선형 시

스템의 특성 곡선과 역함수 계가 됨을 상징 으로 보

다. 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 치보상부와비선형시

스템의순서를바꾸어서비선형시스템의역함수를구하

고그순서를다시바꾸면보상이되지않는다는것이다.

[Fig. 4]에 비선형시스템에 한 치 보상기와 후치 보

상기의 치를 보 다. 그림에서 동일한 비선형 시스템

에 한 치 보상기와 후치보상기의특성은 서로다르

다는 것이다. 이는 비선형성이 신호의 크기에 따라 다르

게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비선형성의 치 역함

수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간단한 로서,

 이라는 특성을 갖는 비선형 시스템과

  tan라는 특성을갖는시스템이직렬로연결되어

있을경우   을입력하 을때   라는결과가

나오지만, 두 시스템의 순서가 바 면   라는 결과

가 나오게 된다.

( )x t( )x t ( )y t

[Fig. 3] The concept diagram of pre-compensator.

( )x t( )x t
( )v t

( )x t( )x t
( )w t

[Fig. 4] Pre-compensator and post-compensator. 

다항식으로 표 된 비선형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p-차 역함수 방식 (p-th order inverse

method)라는해석 인방법이있는데, 이 방법은반드시

비선형시스템의다항식모델을알아야한다[14,15]. 력

증폭기와 같이 주변의 온도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성

이변하는경우, 이 방법을 용하려면그때마다비선형

모델을 구해야 한다. 여기서는 비선형 모델을 구할 필요

가 없고, 비선형성이 변하더라도 이에 응 으로 비선

형성을보상할수 있는 간 학습(indirect learning) 알고

리듬을 용한 치 보상기를 용한다. 치 보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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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특성은 학습을 통해 확립되는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단순히 력 증폭기의출력신호와 입력신호

를 사용하여 치 보상기를 학습시키면 앞 문단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보상기가 얻어지지 않는

다. 이 게구한보상시스템은비선형시스템의뒤에

치해야만보상을할수있다. 비선형시스템의앞에서신

호가 비선형 시스템에 입력 되기 에 비선형성을 보상

하는것은이와같은방법으로는곤란하다. 간 학습알

고리듬은 치 보상기의 특성을 얻기 해 필요한 데이

터를 간 으로 얻으므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Fig. 5]에 간 학습 알고리듬을 용한 치 보상기

의 블록도를 보 다. 치 보상기의 훈련에 필요한 데이

터는 치 보상기 블록과 동일한 블록(그림에서 ‘비선형

필터(Nonlinear Filter) A’로 표시)과 력증폭기의출력

을이용하여얻는다. 치보상기를통과한신호 가

력증폭기를거치면비선형이보상된신호가출력되어

야하므로, 치 보상기가제 로학습이된후에는 력

증폭기의 출력 와 입력 신호 가 같아진다.

가 와같다는것은비선형성이보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 보상기의 모델로는 사용할 수 있는 다항식은 여

러 가지가 있으나[16], 여기서는 력 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을 악에 이용하 던 것과 같이 간단한 p 차 다항

식을 이용한다. 치 보상기의 입출력 계식은

     
  ⋯

(8)

과 같이 쓸 수 있다. 보상기의 계수를 벡터

h    ⋯  

로 표시하면 식 (8)을 식 (9)와

같이 벡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hxt (9)

여기서 벡터 x는 아래의 식과 같다.

x      ⋯   (10)

력 증폭기의 출력 는 ‘비선평 필터 A’의 입력

이되고 ‘비선형필터 A’의 출력을 라고하면, 치

보상기와비선형필터 A의계수경신은두출력 와

의 차  가 0으로 수렴하도록 이루어진다. 즉,

비선형필터 A의출력 가 치보상기와비선형필

터 A의학습을 한간 인(알고리듬을통하여간

으로 얻은) ‘원하는 출력 (desired output)’이 된다. 치

보상기 비선형 필터 A의 계수 경신에는 가장 계산이

간단한 최소 오차 제곱 평균 (least mean squared error,

LMS) 방식을 사용하면  번째 단계의 계수 벡터 h

과 입력 벡터 x, 그리고 오차  를 이용하여

번째 단계의계수벡터 h
  

을아래의식 (11)

에 의해 구할 수 있다.

h
    h

    xn  (11)

여기서 는학습계수를나타내고, 신호를이산시간

역에서 표 한 것은 계수 경신과 보상이 디지털 역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실험 및 능 평가

3.1 전력 폭기  비  특  및 전  보상

[Fig. 1]의 력 증폭기에 1 kHz의 정 를 진폭을

변화해가며입력하여, 각 입력신호의진폭에 한출력

신호의진폭을측정하여 [Fig. 2]와 같은입력진폭과 출

력진폭사이의 계곡선을얻었다. 그림에서신호가양

의 값을 가질 때와 음의 값을 가질 때 그 곡선의 모양이

칭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NMOS의

특성과 PMOS의 특성이 완 히 칭이 되지 않기 때문

이며, 이러한 비 칭은 비선형을 다항식으로 표 했을

때짝수차항으로표 된다. 여기서모델다항식을구하

는 이유는 알고리듬의 검증을 해 증폭기의 입출력을

표 하기 한 것이고, 실제로 알고리듬을 용할 경우

에는 증폭기를 직 사용하게 되므로 이 모델링 과정이

필요 없다. 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을 모델링하기 해 한

개의다항식을사용하여도무방하지만 [Fig. 2]에서와같

이 양과음의신호에 한특성이비 칭일경우에는 양

과 음의입력과출력에 해다른다항식을사용하여 모

델링할수도있다. 모델링의자유도가커지므로좀더정

확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직류를 포함하는 4 차 다항식

모델을가정하고식 (9)을 이용하여양의입·출력신호와

음의입·출력신호에 해구한다항식의계수는각각식

(12), (13)과 같다.



지털 신  처리 기술  합한 향 전력 폭기  비  보상 83

a 

   
 

(12)

a 

   
 

(13)

벡터의 아래첨자 p와 n은 각각 양(positive)과 음

(negative)의 신호에 한것임을나타낸다. 식 (13)의 계

수의 값이 식 (12)와 달리 모두 양의 값을 갖는 이유는,

음의 신호의 짝수 제곱은 양의 값이 되고 이 값이 양의

계수와 곱해지면양의수가 되어 음(-)의 출력 신호에서

크기를 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의

신호에 한계수 짝수차계수가양수인것은신호의

이득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4 차 계수를 살

펴보면그 향이상 으로매우 은것을알수있는

데, 이는 증폭기의 비선형은 3 차 다항식으로 충분히 모

델링할 수있음을나타내고 이를보상하기 한 치 보

상기의다항식의차수도 3 차면충분하다는것을의미한

다. 실험에 사용할 증폭기의 모델의 정확도를 살펴보기

해 [Fig. 6]에 실험으로 구한 증폭기의 입·출력특성과

증폭기의다항식모델의입·출력특성을함께보 다. 그

림에서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모

델링된 것을확인할 수있으며 식 (7)에 의해계산된정

규제곱오차(NMSE)는 × 이다.

[Fig. 6] Comparison of the input-output characteristic of 

the amplifier and that of the polynomial model. 

에서 얻은 증폭기의 다항식 모델을 이용하여 제안

하는간 학습알고리듬을이용한 치보상기를구하

다. 치 보상기의 다항식 계수는 식 (14), (15)와 같다.

h 

   
 

(14)

h 

   
 

(15)

벡터의아래첨자 p와 n은식 (12), (13)의경우와같다.

[Fig. 7]에 증폭기과 치 보상기, 그리고보상된시스

템의입·출력특성을함께보 다. 그림에서증폭기의이

득이 작은 신호 크기에서는 치 증폭기의 이득이 커지

고, 증폭기의 이득이 큰 신호 크기에서는 치 증폭기의

이득이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치 보상기의

계수를 구하는 학습 데이터는 가우스 랜덤 신호를 사용

하 다. 음향신호를사용할경우샘 링속도를높게할

경우신호 샘 간의 상 도가 커져학습이잘이루어지

지 않으므로 랜덤 신호의 성질을 확보하기 한 최 의

신호 표본 속도를 잘 정하여야 한다.

[Fig. 7] The input-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un- 

compensated and compensated amplifiers, 

and the pre-compensator.

[Fig. 8]은 1 kHz 신호를 최 크기로 입력하 을 경

우비선형성보상 과후의 증폭기출력신호의주 수

분포를보인것이다. 비선형성보상 의증폭기출력신

호는 2 차, 3 차, 4 차 고조 가발생하는것을 찰할수

있다. 이때의 총고조 왜율(THD)는 3.24 %이다. 치

보상기를 용하 을 경우 증폭기 출력 신호의 주 수

분포에서는 3 차고조 가약 40 dB 정도가제거된것을

확인할수있다. 짝수차고조 는상 으로보상정도

가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증폭기 출력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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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amplifier output signal befrore and after the non-linearity compensation.

재하는 10 mV 정도의 직류 바이어스에 의한 것으로 보

인다. 즉, 입력신호가존재하지않을 경우에도출력에는

10 mV 정도의 직류 압이 발생하는데 이는 신호 크기

에따른이득의 조정으로는 잘보상되지않는 것으로 보

인다. 홀수차는양의신호와음의신호에서 칭성을갖

는 비선형성을 나타내고, 짝수 차는 비 칭성을 갖는 비

선형을나타내는데, 의 결과를종합해보면짝수차비

선형에가장큰 향을주는것은직류성분인것으로생

각된다. 보상 후 짝수 차 고조 를 포함한 총고조 왜율

은 1.5 %이다. 바이어스를 조정하여 출력의 직류성분을

제거한다면 총고조 왜율은 이보다 훨씬 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2 차 는

4 차 비선형은한 옥타 는두 옥타 높은고조 를

만들어내어 기 주 수와 화음을 이루므로 홀수 차 고

조 와는달리사람의귀에는거슬리지않는다고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음을 충실히 재 하려면 출력 옵셋 성분

을 제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지 까지 고출력 음향 증폭기의 비선형성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인 간 학습

구조를이용한 치보상기제안하고그성능을살펴보았

다. 일반 인 음향 증폭기에서 채용하는, 피드백을 이용

하는아날로그회로를 신하여디지털신호처리기술로

써 비선형성을 보상할 수 있음을 보 다. 모의실험 결과

고출력음향 증폭기의 비선형은 3 차 다항식으로 충분히

모델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치 보상기의 모델도 3 차

다항식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지만 여기

서제안하는기술을 용하기 해증폭기의모델링이필

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출력에 존재하는 직류 성분에 의해 짝수 차 비선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에 의해 잘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충실한 원음 재생을 해서는 바

이어스회로의 설계시 출력에 직류옵셋이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하는기술은고음질(하이 이, hi-fi)의 음향증폭

기보다는 력을요구하는공 용증폭기에응용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날로그 회로에 내재하는 결함을 복잡한 아날로그

회로 신 비교 간단한디지털 신호처리기술을 융합

함으로써보상할수있음을보 다는데 이논문의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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