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4B 1/18 (2006.01)

     H04B 1/40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63410

2007년06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6-0093598

(22) 출원일자 2006년09월26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09월26일

(30) 우선권주장 1020050123492

1020060026132

2005년12월14일

2006년03월22일

대한민국(KR)

대한민국(KR)

(71)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황인진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뜨란채 510동 104호

이재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금호베스트빌2차아파트 254동1502호

신종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아파트 111동1802호

김영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0 롯데캐슬그랜드 101동 1105호

류영무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면 원호리 미광아파트 302동 1007호

김학상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697 유니버시아선수촌 108-1102호

(74) 대리인 이건주

전체 청구항 수 : 총 33 항

(54)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안테나 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 시

켜주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 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장치가,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

되는 주파수를 분류하며,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자동매칭부로 전송하고 상기 자동매칭부 로부터 수신

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안테나로 전송하는 듀플렉서와; 상기 듀플렉서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증폭부로 전송하며, 상기 증폭부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듀플렉서로 전송하는 자동매칭부와; 상기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상기 자동매

칭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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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를 판단하여 안테나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자동매칭부

를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듀플렉서로 전

송하며, 상기 듀플렉서로 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안테나로 전송하는 자

동매칭부와; 상기 자동매칭부를 통해 송/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류하며, 상기 자동매칭부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증

폭부로 전송하고 상기 증폭부 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자동매칭부로 전송하는 듀플렉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 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장치에 있어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류하며,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자동매칭부로 전

송하고 상기 자동매칭부 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안테나로 전송하는 듀플렉서와,

상기 듀플렉서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증폭부로 전송하며, 상기 증폭부로

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듀플렉서로 전송하는 자동매칭부와,

상기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상기 자동매칭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미리 설정된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상기 자동매칭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매칭부는 상기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제1자동매칭부와,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제2자동매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

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매칭부는 고정 인덕터와 가변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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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부는 상기 자동매칭부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의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하는 제1증폭부와, 상기 송신주파수

의 신호를 증폭하여 상기 자동매칭부로 전송하는 제2증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6.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들을 수신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 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장치에 있어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에 수신되는 수신신호에 따라,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부들 중 어느 하나의 통신서비스부로 스위칭

되는 스위칭부와,

상기 스위칭부의 스위칭을 통해 상기 안테나와 연결되면, 상기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자동으로 임피던스

매칭시켜서 출력하거나, 송신주파수를 자동으로 임피던스 매칭시켜서 상기 안테나로 전송하는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부들 각각은,

상기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류하며,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자동매칭부로 전송하고

상기 자동매칭부 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안테나로 전송하는 듀플렉서와,

상기 듀플렉서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증폭부로 전송하며, 상기 증폭부로

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듀플렉서로 전송하는 자동매칭부와,

상기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상기 자동매칭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미리 설정된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상기 자동매칭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매칭부는 상기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제1자동매칭부와,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제2자동매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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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매칭부는 고정 인덕터와, 가변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부는 상기 자동매칭부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의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하는 제1증폭부와, 상기 송신주파수

의 신호를 증폭하여 상기 자동매칭부로 전송하는 제2증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12.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 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장치에 있어서,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를 판단하여 안테나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자동매칭부를 제

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듀플렉서로 전송하며, 상기 듀플렉서로

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안테나로 전송하는 자동매칭부와,

상기 자동매칭부를 통해 송/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류하며, 상기 자동매칭부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증폭부로 전송하

고 상기 증폭부 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자동매칭부로 전송하는 듀플렉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 중 제1 동작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신호감지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신호감지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감지부는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크기값(Magnitude)신호와 위상(Phase)신호가 합해진 형태의 정재파비

(VSWR : Voltage Standing Wave Ratio)신호를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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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통화수행을 위한 휴대단말기의 기능동작을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 중 제2 동작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동작상태는,

폴더 열림/닫힘, 핸즈프리 연결, 블루투스 헤드 셋 연결, 키 입력 및 자동 통화연결을 위한 설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자동매칭 테이블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며,

상기 자동매칭 테이블은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에 따라 자동 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18.

제13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상기 신호감지부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대응되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

상태를 판단하고,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에 따라 상기 안테나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

칭시키도록 상기 자동매칭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19.

제15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를 판단하고,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

태에 따라 상기 안테나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상기 자동매칭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매칭부는 고정 인덕터와 가변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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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부는 상기 자동매칭부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의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하는 제1증폭부와, 상기 송신주파수

의 신호를 증폭하여 상기 자동매칭부로 전송하는 제2증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22.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들을 수신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 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장치에 있어서,

휴대단말기의 상태를 판단하여 상기 안테나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자동매칭부를 제

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스위칭부로 전송하며, 상기 스위칭부로

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안테나로 전송하는 자동매칭부와,

상기 안테나에 수신되는 수신신호의 종류에 따라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부들 중 어느 하나의 통신서비스부로 스위칭되

는 상기 스위칭부와,

상기 스위칭부의 스위칭을 통해 상기 자동매칭부와 연결되면, 상기 자동매칭부를 통해 상기 안테나의 주파수를 송/수신하

는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 중 제1 동작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신호감지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신호감지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감지부는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크기값(Magnitude)신호와 위상(Phase)신호가 합해진 형태의 정재파비

(VSWR : Voltage Standing Wave Ratio)신호를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

치.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통화수행을 위한 휴대단말기의 기능동작을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 중 제2 동작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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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동작상태는,

폴더 열림/닫힘, 핸즈프리 연결, 블루투스 헤드 셋 연결, 키 입력 및 자동 통화연결을 위한 설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자동매칭 테이블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며,

상기 자동매칭 테이블은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에 따라 자동 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28.

제23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상기 신호감지부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대응되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

상태를 판단하고,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에 따라 상기 안테나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

칭시키도록 상기 자동매칭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29.

제25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를 판단하고,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

태에 따라 상기 안테나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상기 자동매칭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30.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매칭부는 고정 인덕터와 가변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

치.

청구항 31.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안테나에 수신되는 수신신호의 종류에 따라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부들 중 어느 하나의 통신서비

스부로 스위칭되도록 상기 스위칭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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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 각각은,

상기 자동매칭부를 통해 송/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류하며, 상기 자동매칭부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증폭부로 전송하

고 상기 증폭부 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자동매칭부로 전송하는 듀플렉서와,

상기 듀플렉서로 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의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하며, 상기 송신주파수의 신호를 증폭하여 상기 듀플

렉서로 전송하는 상기 증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부는 상기 자동매칭부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의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하는 제1증폭부와, 상기 송신주파수

의 신호를 증폭하여 상기 자동매칭부로 전송하는 제2증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안테나 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

켜주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에 관한 것이다.

휴대단말기의 사용자가 휴대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즉, 상기 휴대단말기를 쥐고 있지 않을 때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임피던스는 매칭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사용자가 휴대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 상기 휴대단말기를 쥐고 있게 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임피던스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휴대단말기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 시켜주는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주파

수 자동매칭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 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장치가,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를 통

해 송/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류하며,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자동매칭부로 전송하고 상기 자동매칭부

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안테나로 전송하는 듀플렉서와; 상기 듀플렉서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후 증폭부로 전송하며, 상기 증폭부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

로 매칭시킨 후 상기 듀플렉서로 전송하는 자동매칭부와; 상기 자동매칭부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의 신호를 증폭하

여 출력하며, 상기 송신주파수의 신호를 증폭하여 상기 자동매칭부로 전송하는 증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들을 수신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 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

하는 장치가,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에 수신되는 수신신호에 따라,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부들 중 어느 하나의 통신

서비스부로 스위칭되는 스위칭부와; 상기 스위칭부의 스위칭을 통해 상기 안테나와 연결되면, 상기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

는 수신주파수를 자동으로 임피던스 매칭시킨 후 증폭하여 출력하거나, 증폭된 송신주파수를 자동으로 임피던스 매칭시킨

후 상기 안테나로 전송하는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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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 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장치가,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를

판단하여 안테나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자동매칭부를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안테

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듀플렉서로 전송하며, 상기 듀플렉서로 부터 수

신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안테나로 전송하는 자동매칭부와; 상기 자동매칭부를

통해 송/수신되는 주파수를 분류하며, 상기 자동매칭부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증폭부로 전송하고 상기 증폭부 로

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자동매칭부로 전송하는 듀플렉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들을 수신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 주파수를 자동으로 매

칭하는 장치가,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를 판단하여 안테나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도록 자

동매칭부를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스위칭

부로 전송하며, 상기 스위칭부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안테나로 전송

하는 자동매칭부와;상기 안테나에 수신되는 수신신호의 종류에 따라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부들 중 어느 하나의 통신

서비스부로 스위칭되는 상기 스위칭부와; 상기 스위칭부의 스위칭을 통해 상기 자동매칭부와 연결되면, 상기 자동매칭부

를 통해 상기 안테나의 주파수를 송/수신하는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들

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듀플렉서(110)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신단과 수신단을 분기하며, 상기 안테나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상기 수신단을 통해 제1자동매칭부(12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듀플렉서(110)는 제2자동

매칭부(130)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송신단을 통해 상기 안테나로 전송한다.

제어부(160)는 휴대단말기의 전반적인 기능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부(160)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미리 설정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자동매칭부를 제어하여 안테나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다.

상기 자동매칭부는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것으로, 제1자동매칭부(120)와 제2자동매칭부(130)

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1자동매칭부(120)는 고정 인덕터와 가변 캐패시터로 이루어지며, 캐패시터 값의 조절을 통해 상기 듀플렉서(110)

의 수신단에서 출력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제1증폭부(14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제2

자동매칭부(130)는 고정 인덕터와 가변 캐패시터로 이루어지며, 캐패시터 값의 조절을 통해 제2증폭부(150)에서 증폭되

어 출력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듀플렉서(110)로 전송한다.

상기 제1,제2자동매칭부(120,130)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캐패시터 뱅크를 포함하며, 상기 캐패시터 뱅크는 n개의 캐패시

터들이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도 5는 n개의 캐패시터들이 연결된 1개의 캐패시터 뱅크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1개의 캐패시터 뱅

크에 포함된 캐피시터(C) 값들은 C/2, C/4, C/ 8,...C/2n 값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각각의 캐패시터(C)는 스위치로 연

결되어 온/오프 시에 각각 1과 0 값을 가진다. 또한 상기 캐패시터(C)의 총합 값은 "CTotal=0*C/2+1*C/4+0*C/

8+...+1*C/2n"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서 상기 제1,제2자동매칭부(120,130) 각각은 4개의 캐패시터 뱅크를 포함하며, 각 캐패시터 뱅크

는 8개의 캐패시터(C)가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1개의 캐패시터

뱅크는 28 즉, 256개의 캐패시터(C) 값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럼으로, 상기 제1자동매칭부(120)는 상기 제어부(160)의 제어 하에 4개의 캐패시터 뱅크들이 가지는 다수의 캐패시터

(C)값들 중 최적의 수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으로써, 상기 수신주파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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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자동매칭부(130)는 상기 제어부(160)의 제어 하에 4개의 캐패시터

뱅크들이 가지는 다수의 캐패시터(C)값들 중 최적의 송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

으로써,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킬 수 있다.

증폭부는 상기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되는 주파수신호를 증폭하는 것으로, 제1증폭부(140)와 제2증폭부(150)로 이루어진

다. 상기 제1증폭부(140)는 상기 제1자동매칭부(120)에서 임피던스가 매칭되어 출력되는 수신주파수를 증폭하여 출력하

며, 이때 상기 제1증폭부(140)는 저 잡음 증폭부(LNA: Low Noise Amp)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증폭부(150)는 송신

주파수를 증폭하여 상기 제2자동매칭부(130)로 출력하며, 이때 상기 제2증폭부(150)는 파워 증폭부(PA : Power Amp)가

될 수 있다.

상기 도 1과 같은 구성을 포함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를 통해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160)는 이를 감지하고 상기 듀플렉서(110)의 수신단을 통해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제1자동매칭부(120)로 출력한다. 상기 제1자동매칭부(120)는 상기

제어부(160)의 제어 하에, 다수의 캐패시터 값들 중 최적의 수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

프 시킴으로써 상기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제1증폭부(140)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

부(160)는 상기 제1자동매칭부(120)로부터 출력되는 임피던스가 매칭된 수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제1증폭부(140)를 통해

증폭한 후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송신 주파수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60)는 이를 감지하고 상기 제2증폭부(150)를 통

해 상기 송신 주파수신를 증폭한 후 상기 제2자동매칭부(130)로 출력한다. 상기 제2자동매칭부(130)는 상기 제어부(160)

의 제어 하에, 다수의 캐패시터 값들 중 최적의 송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으로

써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듀플렉서(110)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는 상

기 듀플렉서(110)의 송신단을 통해 상기 제2자동매칭부(130)에서 출력되는 임피던스가 매칭된 송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안테나로 전송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들을 수신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으로, 상기 휴대단말기는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제어부(250)는 휴대단말기의 전반적인 기능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안테나에 수신되는 수신신호의 종류에 따라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들 중 어느 하나의 통신서비스로 스위칭

부(210)가 스위칭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250)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미리 설정된 최적의 안테나주

파수 신호 값에 따라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들 각각에 포함된 자동매칭부를 제어하여 안테나주파수에 대한 임피던

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다.

스위칭부(210)는 상기 제어부(250)의 제어 하에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에 수신되는 수신신호의 종류에 따라,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들(230-1 ~ 230-n) 중 해당되는 어느 하나의 통신서비스부로 스위칭되어 해당 통신서비스를 수행

하도록 한다.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들(230-1 ~ 230-n)은 CDMA, PCS 및 GSM등과 같이 통신서비스를 수행하는 통신서

비스부를 나타내며, 이들 각각은 듀플렉서, 자동매칭부 및 증폭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들

은 상기 CDMA, PCS 및 GSM등뿐만 아니라 무선 랜이나 와이브로 등과 같은 휴대인터넷을 나타낼 수 있다.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들(230-1 ~ 230-n) 중 제1통신서비스부(230-1)를 살펴보면, 제1듀플렉서(220-1)가

상기 스위칭부(210)를 통해 상기 안테나와 연결되면, 상기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신단과 수신단을 분기한다. 그리고, 상기

제1듀플렉서(220-1)는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상기 수신단을 통해 제1자동매칭부(221-1)로 전송한

다. 또한 상기 제1듀플렉서(220-1)는 제2자동매칭부(222-1)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송신단을 통해 상기 안

테나로 전송한다.

상기 자동매칭부는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1자동매칭부(221-1)와

제2자동매칭부(222-1)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1자동매칭부(221-1)는 고정 인덕터와 가변 캐패시터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듀플렉서(220-1)의 수신단에서 출력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제1증폭부(223-1)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제2자동매칭부(222-1)는 고정 인덕터와 가변 캐패시터로 이루어지며, 제2증폭부(224-1)에서 증폭

되어 출력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제1듀플렉서(220-1)로 전송한다.

공개특허 10-2007-0063410

- 10 -



상기 제1,제2자동매칭부(221-1,222-1)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캐패시터 뱅크를 포함한다. 상기 캐패시터 뱅크는 상기 도

5와 같이 n개의 캐패시터들이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상기 제1,제2자동매칭부(221-1,222-1)는 상기 도 1에서

와 같이 각각 4개의 캐패시터 뱅크를 포함하며, 각 캐패시터 뱅크는 8개의 캐패시터(C)가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가

정하여 설명한다.

그럼으로, 상기 제1자동매칭부(221-1)는 상기 제어부(250)의 제어 하에 4개의 캐패시터 뱅크들이 가지는 다수의 캐패시

터(C)값들 중 최적의 수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으로써, 상기 수신주파수에 대

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자동매칭부(222-1)는 상기 제어부(250)의 제어 하에 4개의 캐

패시터 뱅크들이 가지는 다수의 캐패시터(C)값들 중 최적의 송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

프 시킴으로써,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킬 수 있다.

상기 증폭부는 상기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되는 주파수신호를 증폭하는 것으로, 제1증폭부(223-1)와 제2증폭부(224-1)

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1증폭부(223-1)는 상기 제1자동매칭부(221-1)에서 임피던스가 매칭되어 출력되는 수신주파수를

증폭하여 출력하며, 이때 상기 제1증폭부(223-1)는 저 잡음 증폭부(LNA: Low Noise Amp)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증폭부(224-1)는 송신주파수를 증폭하여 상기 제2자동매칭부(222-1)로 출력하며, 이때 상기 제2증폭부(224-1)는 파워

증폭부(PA : Power Amp)가 될 수 있다.

상기 제1통신서비스부(230-1)외 제2-제n통신서비스부들(230-2 ~ 230-n) 각각이 포함하는 제2-n듀플렉서(230-2 ~

230-n), 자동매칭부(221-1 ~ 221-n, 222-1 ~ 222-n) 및 증폭부(223-1 ~ 223-n, 224-1 ~ 224-n)는 상기 제1통신서

비스부(230-1)가 포함하는 제1듀플렉서(220-1), 자동매칭부(221-1, 222-1) 및 증폭부(223-1, 224-1)와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면서 해당 통신서비스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도 2와 같은 구성을 포함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동작을 살펴보면, 적어

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들을 수행할 수 있는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제1통신서비스부가 수행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예를 들

어, CDMA통신서비스를 위한 주파수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어부(250)는 이를 감지하고 상기 스위칭부

(210)가 상기 제1통신서비스부(230-1)로 스위칭되도록 제어한다. 상기 스위칭부(210)가 상기 제1통신서비스(230-1)로

스위칭되면, 상기 제어부(250)는 이를 감지하고 상기 제1듀플렉서(220-1)의 수신단을 통해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제1자동매칭부(221-1)로 출력한다. 상기 제1자동매칭부(221-1)는 상기 제어부(250)의 제어 하

에, 다수의 캐패시터 값들 중 최적의 수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으로써 상기 수

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제1증폭부(223-1)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1

자동매칭부(221-1)로부터 출력되는 임피던스가 매칭된 수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제1증폭부(223-1)를 통해 증폭한 후 출

력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CDMA통신서비스에서 송신 주파수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는 이를 감지하고 상기 제2증폭부(224-1)

를 통해 상기 송신 주파수신를 증폭한 후 상기 제2자동매칭부(222-1)로 출력한다. 상기 제2자동매칭부(222-1)는 상기 제

어부의 제어 하에, 다수의 캐패시터 값들 중 최적의 송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

으로써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제1듀플렉서(220-1)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1듀플렉서(220-1)의 송신단을 통해 상기 제2자동매칭부(222-1)에서 출력되는 임피던스가 매칭된

송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안테나로 전송한다.

상기 도 1 및 도 2와 같이 구성된 휴대단말기를 통해 최적의 주파수신호 값에 따라 안테나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

으로 매칭 시킬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신호감지부(170)는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감지하여 제어부(160)로 출력한다. 상기 신호감

지부(170)는 정재파비 (VSWR : Voltage Standing Wave Ratio)감지부로써, 상기 안테나를 통해 들어오는 크기

(Magnitude)신호와 위상(Phase)신호가 합해진 형태의 정재파비 (VSWR : Voltage Standing Wave Ratio)신호를 감지하

여 이를 상기 제어부(160)로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160)는 휴대단말기의 전반적인 기능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부(160)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라 상기 신

호감지부(170)로부터 정재파비 (VSWR)신호가 출력되면 메모리(130)에 저장된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상기 수신된

정재파비(VSWR) 신호의 종류에 따라 현재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를 판단한다.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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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면,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추출된 상기 자동매칭

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자동매칭부(180)를 제어하여 안테나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다.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는 상기 신호감지부(170)로부터 수신되는 정재파비 (VSWR)신호를 통해 판단되는 동작

상태로써, 상기 제1 동작상태의 종류에는 Down Idle Mode(사용자가 휴대단말기를 쥐고 있지 않으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폴더가 닫혀있는 상태), Down Held Mode(사용자가 휴대단말기를 쥐고 있으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폴더가 닫혀있는 상태)

, Open Idle Mode(사용자가 휴대단말기의 쥐고 있지 않으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폴더가 열려있는 상태) 및 Open Held

Mode(사용자가 휴대단말기의 쥐고 있으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폴더가 열려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10)는 통화수행을 위한 휴대단말기의 기능동작을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를 판단하며,

상기 메모리(130)에 저장된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

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추출된 상기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자동매칭부(180)를 제어하여 안테나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다.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는 통화수행을 위해 휴대단말기에 부가적인 장치가 연결되거나 또는 휴대단말기에서 특

정동작을 수행 또는 설정하는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를 나타낸다.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의 종류에는 휴대단말

기의 폴더 열림/닫힘, 핸즈 프리 사용, 블루투스 헤드 셋 사용, 통화수행을 위한 키 입력 및 자동 통화 연결 등을 포함한다.

상기 휴대단말기의 폴더 열림/닫힘 상태는 상기 휴대단말기에 구비된 폴더개폐 감지부(미도시)를 통해 감지되어 상기 제

어부(160)에게 출력되며, 상기 폴더개폐감지부에서 출력되는 감지신호를 통해 상기 제어부(160)는 현재 상기 휴대단말기

의 폴더개폐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핸즈프리 사용은 상기 휴대단말기의 헤드 셋 연결단자에서 연결된 풀업 저항에서 출력되는 신호(High, Low)를

통해 상기 제어부(160)가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160)가 상기 헤드 셋 연결단자에 연결된 풀업 저항으로부터 출력되

는 하이(High) 신호의 전압을 감지하는 동안, 상기 휴대단말기의 연결 잭에 핸즈 프리 사용을 위한 헤드 셋의 플러그가 인

입되어 상기 풀업 저항에서 로우(Low)신호가 출력되면, 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핸즈프리 사용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블루투스 헤드 셋 사용은 상기 블루투스 헤드 셋을 ID셋팅 모드로 온(ON)시켜놓고, 상기 휴대단말기의 블루투

스 모드에서 상기 블루투스 헤드 셋을 검색하여 접속하면, 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블루투스 헤드 셋 사용

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통화수행을 위한 키 입력은 상기 휴대단말기에 발생된 착신 호에 응답하기 위한 키 입력 동작을 통해 상기 제어부

(160)가 판단할 수 있으며, 상기 자동 통화 연결은 상기 휴대단말기에 발생되는 착신 호에 대해 자동연결을 위한 사용자의

설정을 통해 상기 제어부(160)가 판단할 수 있다.

상기 메모리(130)는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는 휴대단말기의 일반적

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장하며,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

터들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메모리(130)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라 자동매칭 테이블을 저장하며, 상기 자동매칭 테이블은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과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포함한다.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은 정재파비(VSWR) 신호종류, 상기

정재파비(VSWR) 신호종류에 대응되는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의 종류 및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의 종류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을 저장한다.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은 휴대단말기의 제2 동

작상태의 종류 및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의 종류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을

저장한다.

상기 자동매칭부(180)는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고정 인덕터와 가변 캐패시

터를 포함한다. 상기 자동매칭부(180)는 캐패시터(C) 값의 조절을 통해 상기 안테나에서 출력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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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듀플렉서(110)의 수신단을 통해 제1증폭부(14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자동매칭부(180)

는 캐패시터 값(C)의 조절을 통해 상기 듀플렉서의 송신단을 통해 수신되는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

시킨 후 상기 안테나로 전송한다.

상기 자동매칭부(180)는 적어도 하나의 캐패시터 뱅크를 포함하며, 상기 캐패시터 뱅크는 n개의 캐패시터들이 연결된 구

조를 이루고 있다.

도 5는 n개의 캐패시터들이 연결된 1개의 캐패시터 뱅크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1개의 캐패시터 뱅

크에 포함된 캐피시터(C) 값들은 C/2, C/4, C/ 8,...C/2n 값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각각의 캐패시터(C)는 스위치로 연

결되어 온/오프 시에 각각 1과 0 값을 가진다. 또한 상기 캐패시터(C)의 총합 값은 "CTotal=0*C/2+1*C/4+0*C/

8+...+1*C/2n"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서 상기 자동매칭부(180) 각각은 4개의 캐패시터 뱅크를 포함하며, 각 캐패시터 뱅크는 8개의 캐

패시터(C)가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1개의 캐패시터 뱅크는 28

즉, 256개의 캐패시터(C) 값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럼으로, 상기 자동매칭부(180)는 상기 제어부(160)의 제어 하에 4개의 캐패시터 뱅크들이 가지는 다수의 캐패시터(C)

값들 중 최적의 송/수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으로써, 상기 송/수신주파수에 대

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킬 수 있다.

상기 듀플렉서(110)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신단과 수신단을 분기하며, 상기 자동매칭부(180)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안테나를 상기 제1증폭부(14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듀플렉서(110)는 상기 제2증폭부(150)로부터 수신

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송신단을 통해 상기 자동매칭부(180)로 전송한다.

증폭부는 상기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되는 주파수신호를 증폭하는 것으로, 제1증폭부(140)와 제2증폭부(150)로 이루어진

다. 상기 제1증폭부(140)는 상기 듀플렉서(110)의 수신단에서 출력되는 수신주파수를 증폭하여 출력하며, 이때 상기 제1

증폭부(140)는 저 잡음 증폭부(LNA: Low Noise Amp)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증폭부(150)는 RF부(120)에서 출력

되는 송신주파수를 증폭하여 상기 듀플렉서(110)의 송신단으로 출력하며, 이때 상기 제2증폭부(150)는 파워 증폭부(PA :

Power Amp)가 될 수 있다.

상기 RF부(120)는 상기 제1증폭부(140)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와,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 변환하여 상기 제2증폭부(150)로 출력하는 RF송신기등을 포함한다.

상기 도 3과 같은 구성을 포함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를 통해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어부(160)는 이를 감지하고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

되는 수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자동매칭부(180)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신호감지부(170)로부터 출력

되는 신호를 통해 휴대단말기의 상태를 판단하여 상기 자동매칭부(180)를 제어한다.

상기 신호감지부(170)가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정재파비(VSWR) 신호를 감지하여 이를 상기 제어부

(160)에게 출력하면, 상기 제어부(160)는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감지부(170)로부터 수신된 정재파비

(VSWR) 신호와 대응되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의 종류를 판단하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의 종류

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를

통해 추출된 상기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자동매칭부(180)를 제어하여 상기 수신주파

수에 대한 임피던스가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를 통해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어부(160)는 이를 감지하고 상기 안테나

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자동매칭부(180)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통

화수행을 위해 현재 어떠한 기능동작을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를 판단한다.

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휴대단말기가 폴더 열림/닫힘, 핸즈프리 연결, 블루투스 헤드 셋 연결, 키 입력 및 자동 통화연결

을 위한 설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기 제2 동작상태의 종류가 판단되면,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이용하

여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의 종류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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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추출된 상기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자동매칭부(180)를 제어하여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가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제어

한다.

상기 자동매칭부(180)는 상기 제어부(160)의 제어 하에, 다수의 캐패시터 값들 중 최적의 수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으로써 상기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듀플렉서

(110)의 수신단을 통해 제1증폭부(140)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듀플렉서(110)로부터 출력되는 임

피던스가 매칭된 수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제1증폭부(140)를 통해 증폭한 후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송신 주파수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60)는 이를 감지하고 상기 제2증폭부(150)에서

상기 송신 주파수신를 증폭한 후 상기 듀플렉서(110)의 송신단을 통해 상기 자동매칭부(180)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어

부(160)는 상기 신호감지부(17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통해 휴대단말기의 상태를 판단하여 상기 자동매칭부(180)를 제

어한다.

상기 신호감지부(170)가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정재파비(VSWR) 신호를 감지하여 이를 상기 제어부

(160)에게 출력하면, 상기 제어부(160)는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감지부(170)로부터 수신된 정재파비

(VSWR) 신호와 대응되는 휴대단말기의 상태를 판단하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상태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

테나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를 통해 추출된 상기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

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자동매칭부(180)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가 자동으로 매칭되

도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송신 주파수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60)는 이를 감지하고 상기 제2증폭부(150)에서 상

기 송신 주파수신를 증폭한 후 상기 듀플렉서(110)의 송신단을 통해 상기 자동매칭부(180)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어부

(160)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를 판단한다.

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휴대단말기가 폴더의 열림/닫힘, 핸즈프리 연결, 블루투스 헤드 셋 연결, 키 입력 및 자동 통화연

결을 위한 설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 동작상태의 종류가 판단되면,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제2 동작상태의 종류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160)는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를 통해 추출된 상기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자동매칭부(180)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가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제어한다.

상기 자동매칭부(180)는 상기 제어부(160)의 제어 하에, 다수의 캐패시터 값들 중 최적의 송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으로써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안테나로 전

송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들을 수신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으로, 상기 휴대단말기는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신호감지부(240)는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감지하여 제어부(250)로 출력한다. 상기 신호감

지부(240)는 정재파비 (VSWR : Voltage Standing Wave Ratio)감지부로써, 상기 안테나를 통해 들어오는 크기

(Magnitude)신호와 위상(Phase)신호가 합해진 형태의 정재파비 (VSWR : Voltage Standing Wave Ratio)신호를 감지하

여 이를 상기 제어부(250)로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휴대단말기의 전반적인 기능을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250)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라 안

테나에 수신되는 수신신호의 종류에 따라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들 중 어느 하나의 통신서비스로 스위칭부(210)가 스

위칭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250)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라 상기 신호감지부(240)로부터 정재파비

(VSWR)신호가 출력되면 메모리(220)에 저장된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정재파비(VSWR) 신호의

종류에 따라 현재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를 판단한다.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가 판단되면, 상기 제어부

(250)는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추출된 상기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자동매칭부(260)를 제어하여 안테나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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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는 상기 신호감지부(240)로부터 수신되는 정재파비 (VSWR)신호를 통해 판단되는 동작

상태로써, 상기 제1 동작상태의 종류에는 Down Idle Mode(사용자가 휴대단말기를 쥐고 있지 않으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폴더가 닫혀있는 상태), Down Held Mode(사용자가 휴대단말기를 쥐고 있으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폴더가 닫혀있는 상태)

, Open Idle Mode(사용자가 휴대단말기의 쥐고 있지 않으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폴더가 열려있는 상태) 및 Open Held

Mode(사용자가 휴대단말기의 쥐고 있으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폴더가 열려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250)는 통화수행을 위한 휴대단말기의 기능동작을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를 판단하며,

상기 메모리(220)에 저장된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

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추출된 상기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자동매칭부(260)를 제어하여 안테나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다.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는 통화수행을 위해 휴대단말기에 부가적인 장치가 연결되거나 또는 휴대단말기에서 특

정동작을 수행 또는 설정하는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를 나타낸다.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의 종류에는 휴대단말

기의 폴더 열림/닫힘, 핸즈 프리 사용, 블루투스 헤드 셋 사용, 통화수행을 위한 키 입력 및 자동 통화 연결 등을 포함한다.

상기 휴대단말기의 폴더 열림/닫힘 상태는 상기 휴대단말기에 구비된 폴더개폐 감지부(미도시)를 통해 감지되어 상기 제

어부(250)에게 출력되며, 상기 폴더개폐감지부에서 출력되는 감지신호를 통해 상기 제어부(250)는 현재 상기 휴대단말기

의 폴더개폐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핸즈프리 사용은 상기 휴대단말기의 헤드 셋 연결단자에서 연결된 풀업 저항에서 출력되는 신호(High, Low)를

통해 상기 제어부(250)가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250)가 상기 헤드 셋 연결단자에 연결된 풀업 저항으로부터 출력되

는 하이(High) 신호의 전압을 감지하는 동안, 상기 휴대단말기의 연결 잭에 핸즈 프리 사용을 위한 헤드 셋의 플러그가 인

입되어 상기 풀업 저항에서 로우(Low)신호가 출력되면,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핸즈프리 사용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블루투스 헤드 셋 사용은 상기 블루투스 헤드 셋을 ID셋팅 모드로 온(ON)시켜놓고, 상기 휴대단말기의 블루투

스 모드에서 상기 블루투스 헤드 셋을 검색하여 접속하면,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블루투스 헤드 셋 사용

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통화수행을 위한 키 입력은 상기 휴대단말기에 발생된 착신 호에 응답하기 위한 키 입력 동작을 통해 상기 제어부

(250)가 판단할 수 있으며, 상기 자동 통화 연결은 상기 휴대단말기에 발생되는 착신 호에 대해 자동연결을 위한 사용자의

설정을 통해 상기 제어부(250)가 판단할 수 있다.

상기 메모리(220)는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는 휴대단말기의 일반적

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장하며,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

터들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메모리(220)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라 자동매칭 테이블을 저장하며, 상기 자동매칭 테이블은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과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포함한다.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은 정재파비(VSWR) 신호종류, 상기

정재파비(VSWR) 신호종류에 대응되는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의 종류 및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의 종류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을 저장한다.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은 휴대단말기의 제2 동

작상태의 종류 및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의 종류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 주파수 신호 값을

저장한다.

상기 자동매칭부(260)는 상기 제어부(250)의 제어 하에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기능을 수행하

며, 고정 인덕터와 가변 캐패시터를 포함한다. 상기 자동매칭부(260)는 캐패시터(C) 값의 조절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통신

서비스부들 중 상기 안테나와 연결된 해당 통신서비스부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다.

상기 자동매칭부(260)는 적어도 하나의 캐패시터 뱅크를 포함한다. 상기 캐패시터 뱅크는 도 5와 같이 n개의 캐패시터들

이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상기 자동매칭부(260)는 상기 도 3에서와 같이 4개의 캐패시터 뱅크를 포함하며, 각

캐패시터 뱅크는 8개의 캐패시터(C)가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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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 상기 자동매칭부(260)는 상기 제어부(250)의 제어 하에 4개의 캐패시터 뱅크들이 가지는 다수의 캐패시터(C)

값들 중 최적의 송/수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으로써, 상기 안테나와 연결된 해

당 통신서비스부의 송/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킬 수 있다.

스위칭부(210)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에 수신되는 수신신호의 종류에 따라,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들(230-1

~ 230-n) 중 해당되는 어느 하나의 통신서비스부로 스위칭되어 해당 통신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한다.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들(230-1 ~ 230-n)은 CDMA, PCS 및 GSM등과 같이 통신서비스를 수행하는 통신서

비스부를 나타내며, 이들 각각은 듀플렉서 및 증폭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들은 상기

CDMA, PCS 및 GSM등뿐만 아니라 무선 랜이나 와이브로 등과 같은 휴대인터넷을 나타낼 수 있다.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부들(230-1 ~ 230-n) 중 제1통신서비스부(230-1)를 살펴보면, 제1듀플렉서(220-1)는

상기 스위칭부(210)를 통해 상기 안테나와 연결되면, 상기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신단과 수신단을 분기한다. 그리고, 상기

제1듀플렉서(220-1)는 상기 자동매칭부(260)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를 제1증폭부(223-1)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제1듀플렉서(220-1)는 제2증폭부(224-1)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주파수를 상기 스위칭부(210)를 통해 스위칭된 상기 자동

매칭부(260)로 전송한다.

증폭부는 상기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되는 주파수신호를 증폭하는 것으로, 제1증폭부(223-1)와 제2증폭부(224-1)로 이

루어진다. 상기 제1증폭부(223-1)는 상기 제1 듀플렉서(220-1)의 수신단에서 출력되는 수신주파수를 증폭하여 출력하

며, 이때 상기 제1증폭부(223-1)는 저 잡음 증폭부(LNA: Low Noise Amp)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증폭부(224-1)

는 상기 제1 RF부(225-1)에서 출력되는 송신주파수를 증폭하여 상기 제1듀플렉서(220-1)의 송신단으로 출력하며, 이때

상기 제2증폭부(224-1)는 파워 증폭부(PA : Power Amp)가 될 수 있다.

상기 제1 RF부(225-1)는 상기 제1증폭부(223-1)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와,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 변환하여 상기 제2증폭부(224-1)로 출력하는 RF송신기등을 포함한다.

상기 제1통신서비스부(230-1)외 제2-제n통신서비스부들(230-2 ~ 230-n) 각각이 포함하는 제2-n듀플렉서(230-2 ~

230-n), 증폭부(223-1 ~ 223-n, 224-1 ~ 224-n) 및 제2-n RF부(225-2 ~ 225-n)는 상기 제1통신서비스부(230-1)가

포함하는 제1듀플렉서(220-1), 증폭부(223-1, 224-1) 및 제1 RF부(225-1)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해당 통신서비

스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도 4와 같은 구성을 포함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동작을 살펴보면, 적어

도 두 개의 통신서비스들을 수행할 수 있는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제1통신서비스부가 수행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예를 들

어, CDMA통신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신호가 상기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어부(250)는 이를 감지

하여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자동매칭부(260)로 출력하고, 상기 스위칭부(210)가 상기 제1

통신서비스부(230-1)로 스위칭되도록 제어한다. 이때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신호감지부(24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를 판단하여 상기 자동매칭부(260)를 제어한다.

상기 신호감지부(240)가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정재파비(VSWR) 신호를 감지하여 이를 상기 제어부

(250)에게 출력하면, 상기 제어부(250)는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감지부(240)로부터 수신된 정재파비

(VSWR) 신호와 대응되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를 판단하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에 대응되는 자

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를 통해 추출된 상

기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자동매칭부(260)를 제어하여 상기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

던스가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를 통해 제1통신서비스부가 수행할 수 있는 주파수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250)는

이를 감지하여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자동매칭부(260)로 출력하고, 상기 스위칭부(210)가

상기 제1통신서비스부(230-1)로 스위칭 되도록 제어한다. 이때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통화수행을 위

해 현재 어떠한 기능동작을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를 판단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휴대단말기가 폴더 열림/닫힘, 핸즈프리 연결, 블루투스 헤드 셋 연결, 키 입력 및 자동 통화연결

을 위한 설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기 제2 동작상태의 종류가 판단되면,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이용하

여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의 종류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공개특허 10-2007-0063410

- 16 -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통해 추출된 상기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자동매칭부(260)를 제어하여 상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가 자동으로 매칭 되도록 제

어한다.

상기 자동매칭부(260)는 상기 제어부(250)의 제어 하에, 다수의 캐패시터 값들 중 최적의 수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으로써 상기 수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스위칭부

(210)가 스위칭된 제1통신서비스부(230-1)의 상기 제1듀플렉서(220-1)의 수신단을 통해 제1증폭부(223-1)로 전송한

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1듀플렉서(220-1)로부터 출력되는 임피던스가 매칭된 수신 주파수신호를 상기

제1증폭부(223-1)를 통해 증폭한 후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제1통신서비스부(230-1)에서 송신 주파수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250)는 이를 감지하여 상기 스위칭

부(210)가 상기 제1통신서비스부(230-1)로 스위칭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2증폭부(224-1)를 통해 상기 송신 주파수신

호를 증폭한 후 상기 제1듀플렉서(230-1)의 송신단을 통해 상기 자동매칭부(260)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신호감지부(24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통해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를 판단하여 상기 자동매칭부(260)를 제어

한다.

상기 신호감지부(240)가 상기 휴대단말기의 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정재파비(VSWR) 신호를 감지하여 이를 상기 제어부

(250)에게 출력하면, 상기 제어부(250)는 제1 자동매칭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감지부(240)로부터 수신된 정재파비

(VSWR) 신호와 대응되는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를 판단하며,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1 동작상태에 대응되는 자동매칭

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1 자동매칭 테이블를 통해 추출된 상기 자

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자동매칭부(260)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

가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1통신서비스부(230-1)에서 송신 주파수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250)는 이를 감지하여 상기 스위칭부

(210)가 상기 제1통신서비스부(230-1)로 스위칭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2증폭부(224-1)를 통해 상기 송신 주파수신호

를 증폭한 후 상기 제1듀플렉서(230-1)의 송신단을 통해 상기 자동매칭부(260)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어부(250)는 상

기 휴대단말기의 제2 동작상태를 판단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휴대단말기가 폴더의 열림/닫힘, 핸즈프리 연결, 블

루투스 헤드 셋 연결, 키 입력 및 자동 통화연결을 위한 설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 동작상태의 종류가 판단

되면,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제2 동작상태의 종류에 대응되는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250)는 상기 제2 자동매칭 테이블를 통해 추출된 상기 자동매칭을 위한 최적의 안테나주파수 신호 값에 따라

상기 자동매칭부(260)를 제어하여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가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제어한다.

상기 자동매칭부(260)는 상기 제어부(250)의 제어 하에, 다수의 캐패시터 값들 중 최적의 송신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한

캐패시터 값을 추출하여 온/오프 시킴으로써 상기 송신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매칭시킨 후, 상기 안테나로 전

송한다.

상기 도 4에서는 하나의 자동매칭부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통신서비스부의 송/수신안테나에 대한 임피던스을 매칭하는 것

을 예로 설명하고 있으나, 상기 통신신서비스들 각각에 자동매칭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상기 도 3 및 도 4와 같이 구성된 휴대단말기를 통해 현재 휴대단말기의 동작상태에 따라 안테나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

를 자동으로 매칭 시킬 수 있다.

도 6a - 도 6c는 본 발명에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가 자동으로 매칭되는 것을 설명하

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도 6a 와 같이 사용자가 휴대단말기를 쥐고 있고 상기 휴대단말기가 열려있는 (Open Held Mode)경우, 도 6b와 같이

종래에서는 안테나 임피던스 매칭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도 1 - 도 4와 같을 구성된

휴대단말기에서는 상기 도 6c와 같이 안테나 임피던스가 자동으로 매칭되어서 안테나 임피던스 매칭이 틀어지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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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6b 및 도 6c에서 X축은 주파수를 나타내며, Y축은 반사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반사계수 ( r , gamma,

Reflection Coefficient)는 어떤 연결단에서 임피던스 차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량을 단순히 입력전압대 반사전압비로 계

산한 지표를 말한다. 말 그대로 입력량에 대해 반사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로써, 작을수록 반사량이 작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상기 도 6b 및 도 6c의 그래프에 표시된 다수의 값들은 각 위치에 해당하는 반사계수에 대한 전력의

log scale(dB) 값을 나타낸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휴대 단말기와 같은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

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즉,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의 안테나주파수 자동매칭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상기 휴대단말기를 쥐고 있

을 때 안테나 주파수의 임피던스 매칭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안테나의 VSWR 변화 및 안테나

의 미스 매칭으로 인한 휴대단말기의 성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저 잡음 증폭부(LNA)의 잡음지수

(noise figure)와 파워 증폭부(PA)의 ACPR 마진(margin)을 동시에 향상시켜주며, 멀티밴드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 휴대단말기 사용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동작상태를 감지하여 판단하고 상기 동작상태에 따른

최적의 매칭 값으로 매칭하여 방사성능 열화를 보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이나 인체에 의하여 방사성능이 열화 되는 여

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완벽하게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들을 수신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적어도 두개의 통신서비스들을 수신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를 자동으로

매칭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매칭부의 캐패시터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6a - 도 6c는 본 발명에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에서 안테나주파수의 임피던스가 자동으로 매칭되는 것을 설명하

기 위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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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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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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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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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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