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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송신기용 이득 제어 회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선 송신기용 이득 제어 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도는 종래의 연속파 변조 기법에 의해 발생된 변조 신호와, 변조 신호를 개별적인 버스트로 전송하도
록 하는 변조 기법에 의해 밭생된 변조 신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도.

제2도는 변조 신호부를 형성하는 슬롯 구조도.

제3a도 및 제3b도는 제2도와 유사한, 특유의 통신 시스템의 포맷에 따라 포맷된 슬롯을 설명하는 구조도.

제4도는 제3a도의 구조도에 도시된, π/4-QPSK 변조를 활용하는, 어떤 의미로는 포맷된 슬룻의 인벨로프 
그래픽도.

제5도는 제4도의 그래픽도와 유사하지만, 제4도의 인벨로프부를 확장된 형태로 설명하는 그래픽도.

제6도는 증폭 회로에 의해 증폭된 인벨로프와 소정 증폭 레벨의 인벨로프의 그래픽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1양호한 실시예의 이득 제어 회로에 대한 간략한 블럭도.

제8도는 본 발명의 제2양호한 실시예의 이득 제어 회로에 대한 블럭도.

제9도는 제8도의 이득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인 무선 송수신기 블럭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의 방법에 대한 방법 단계를 나타내는 논리적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송신기용 이득 제어 회로에 관한 것인데, 특히, 개별적인 버스트들로 변조된 
신호를 송신하는 무선 송신기용 이득 제어 회로에 관한 것이다.

통신 시스템은 둘 이상의 지점간에 정보(이하, 정보 신호로 언급됨)를 전송하고, 최소한, 통신 채널에 의
해 상호 접속된 송신기와 수신기를 포함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그 시스템에서 전송 채널이 통신 스펙
트럼의 주파수 범위에 의해 정해진 무선 주파수 채널로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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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하는 송신기는 정보 신호를 무선 주파수 채널상의 전송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그러한 회로는 변조로 언급된 과정을 수행하는 변조 회로를 포함한다. 그 과
정에서, 송신될 정보 신호는 무선 주파수 전자기파에 가해진다.

정보 신호가 가해지는 무선 주파수 전자기파는 정보가 전송될 무선 주파수 채널에서 한정한 주파수 범위
내의 주파수이다. 무선 주파수 전자기파는 흔히 반송(carrier) 신호로서 언급되고, 정보 신호에 의해 일
단 변조된 무선 주파수 전자기파는 흔히 변조된 신호로 언급된다.

여러 변조 체계는 정보 신호를 반송 신호에 인가하여 변조된 신호를 형성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예
를들어,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및 이들의 조합은 정보 신호가 반송파에 인가되어 변조된 
신호를 형성하는 모든 변조 체계이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물리적 상호 접속이 송신기와 수신 기간에 요구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즉, 정보 
신호가 변조된 신호를 형성하기 위해 일단 변조되면, 변조된 신호는 먼 거리에 대해 전송될 수도 있다.

양방향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상술한 무선 통신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또한 한 지점으로의 정보 전송 및 
상기 지점으로부터의 정보 전송을 허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이다. 그러한 양방향의 무선 통신 시스템의 
각 지점은 송신기 및 수신기를 포함한다. 단일 지점에 위치한 송신기 및 수신기는 전형적으로 무선 송수
신기 또는 더욱 간단히 송수신기로서 언급되는 유닛을 구성한다.

흔히, 양방향 통신 시스템에서 동작되도록 제조된 송수신기는 제 1무선 주파수 채널상으로 변조 신호를 
송신하고, 제 2무선 주파수 채널상으로 송신된 변조 신호를 수신한다. 그러한 송수신기에 의해, 또, 그러
한 송수신기에 송신된 신호들은 다른 무선 주파수 채널상으로 송신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송수신기들간
에 동시 발생하는 양방향 통신이 허용되게 된다 신호들은 2개의 무선 주파수 채널 각각으로 연속 송신하
여 양방향 통신을 실현한다. 그러한 양방향 통신은 일반적으로 송수신기의 이중 동작으로 언급된다.

전자기 주파수 스펙트럼의 임의의 주파수 대역은 그러한 양방향 통신에 할당된다. 예를 들어, 800MHz와 
900MHz간의 주파수 대역은 미국에서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위해 할당된다. 다수의 무선 주파수 채널은 그 
채널상에서 여러 셀룰러 전화(송수신기 구조로 구성됨) 동작을 허용하는 주파수 대역내에서 정의된다. 흔
히,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송수신기는 주파수 변조 기법에 의해 변조된 신호를 발생한다. 또
다른 주파수 대역은 무선 전화(무선 송수신기 구조로 구성됨)에 의한 통신을 위해 할당된다.

그러한 양방향 통신 시스템 사용의 증가는 양방향 통신에 할당된 유한개의 무선 주파수 채널에 접근하는 
수요가 증가되게 된다. 그러한 사용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된 구조
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몇몇 구조들은 정보 신호를 인코드된 형태로 변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신호는 
압축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송신될 수도 있다(즉, 동일량의 정보는 훨씬 적은 시간량에서 전송될 수도 있
음). 또, 그러한 과정에 의해 헝성된 변조 신호는 연속 송신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변조된 신호는 개
별적인 버스트로 송신될 수도 있다.

가용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을 최적화 하기 위해, 신호의 위상 및 진폭을 변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보 
신호를 인코드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로는 π/4 전이된 사분의 위상 전이 방식(π/4-QPSK)이 있다. 그
러한  변조  구조에  있어,  이로써  형성된  변조  신호의  정보  내용은  변조된  신호의  위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데이타율에서의 신속한 위상 변화는, 변조된 신호의 큰 주파수 
편차를 생기게 하며, 다음으로, 이 변조된 신호는 넓은 주파수 채널이 생기게 한다. 스펙트럼 효율을 개
선시키기 위해, 기저 대역 변조는 주파수 제한된다(필터링됨) . 상기 필터링된 변조된 신호의 중요한 진
폭 변조를 일으킨다.

π/4-QPSK 변조된 신호는 개별적인 버스트로 전송될 수도 있다. 개별적인 버스트로 변조된 신호를 송신하
는 것에 의해, 동일 주파수로 하나 이상의 신호 전송이 허용된다. 그러한 기법은 시분할 다원 접속(TDMA) 
방식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대역폭이 π/4-QPSK 변조된 신호의 진폭에 의해 제어되므로, 그러한 신호를 증폭할때 주의해야 
한다. 증폭 회로는 변조 신호를 송신하기에 앞서 증폭을 위해 무선 송신 회로부를 형성한다.

이득 제어 회로는 다수의 무선 송신 회로부를 형성한다. 그러한 회로는 무선 송신 회로에 의해 송신되는 
변조 신호의 신호 레벨을 제어하며, 전형적으로 그 회로에 인가된 변조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 회로를 포
함 한다.

증폭 회로의 증폭 레벨을 제어함으로써(즉, 증폭 회로의 이득을 제어함), 무선 송신기에 의해 송신된 증
폭 변조된 신호의 신호 레벨은 제어될 수도 있다.

이득 제어 회로는 π/4-QPSK 변조된 신호의 평균 전력을 결정하도륵 제조될 수도 있고, 그러한 변조된 신
호의 증폭량은 그러한 평균 전력 측정에 응하여 제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진폭 변조 성분때문에, 평균 
전력 측정은 한 주기 시간 동안 변조된 신호의 신호 레벨의 측정을 요구한다. 변조 신호의 적당한 이득량 
결정에 앞서 상기 요구된 시간 주기는, 이 요구된 시간 주기가 경과되고 소정 이득이 결정될 때까지, 변
조신호의 소정 이득의 정확한 결정을 금한다.

진폭 변조된 신호를 개별적인 버스트로 송신하도록 작용하는 무선 송신기내의 그런 종래의 이득 제어 회
로를 활용할 때, 증폭 회로의 적당한 증폭 레벨은 변조 신호가 송신되는 초기 개별적인 비스트에 대응하
는 시간 주기내에서는 결정될 수 없다.

대안적으로, 소정 이득 레벨이 초기에 산정될 수도 있는 경우, 그러한 산정은 실제가 아닌, 산정된 파라
미터에 근거한 상기 소정 이득의 산정으로서 비정확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필요로 하는 것은 변조 신호의 소정 이득량을 빨리 결정하도록 동작하는 이득 제어 회로를 필
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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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개요]

따라서, 본 발명은 무선 송신기의 증록 회로의 이득 레벨을 제어하는 이득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진폭 변조 신호를 개별적인 버스트로 발생하는 무선 송신기용 이득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무선 송신기의 증폭 회로의 이득 레벨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장점 및 특성을 제공하는데, 그 상세한 설명은 하기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탐
독함으로써 더욱 분명 해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송신기용 이득 제어 회로가 개시된다. 무선 송신기는 정보 신호를 개별적
인 버스트로 발생하도록 동작하는데, 적어도 하나의 개별적인 버스트 동안 발생된 정보 신호는 선정된 데
이타시퀀스를 포함하고, 무선 송신기의 송신 회로부를 형성하는 가변 이득 증폭 회로는 정보 신호가 발생
된 개별적인 버스트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버스트로 증폭된 신호를 형성하도록 동작한다.

증폭된 신호의 크기가 측정되고, 측정 값을 나타내는 신호가 발생된다. 가변 이득 증폭 회로에 의해 형성
된 증폭 신호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되는 시간이 검출된다. 증폭 신호의 인벨로프(envelope) 특
성은 최소한 가변 이득 증폭기에 의해 형성된 증폭 신호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되는 시간 동안 
결정 된다. 가변 이득 증폭기의 이득 특성은 증폭 신호의 인벨로프 특성 값의 결정에 응답하여 변경된다.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

종래의 무선 송신기에 있어서, 변조 신호는 연속파 변조 기법에 의해 발견되고, 변조 신호는 전송 채널상
에 변조 신호를 송신하기 위해 연속 송신된다. 무선 송신부와 무선 수신부를 구비하는 종래의 무선 송수
신기에서, 변조 신호는 연속파 변조 기법에 의해 유사하게 발생되고 연속 송신된다. 무선 수신부에 의해 
수신되고 무선 송수신기에 송신되는 변조 신호는 전송 채널상에 연속 송신된다. 종래의 무선 송수신기에 
의해 송신 및 수신되는 변조 신호들이 연속 전송될 때, 두 전송 채널은 종래의 무선 송수신기와 양방향 
통신을 하도륵 할당되어야만 한다.

상기 언급된 대로, 무선 통신 시스템상으로 통신하기 위한 셀룰러 전화와 같은 무선 송수신기의 이용은 
최근  몇년  동안  급속  증가되었다.  때때로,  그러한  사용을  위해  할당된  현존  주파수  대역은  전부 
사용되어, 그러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 증가를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언급된 대로, 개
선된 구조는 그러한 이용을 위해 할당된 현존 주파수 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특히, 변조 구
조는 정보 신호를 인코드 및 변조하도록 개선됨으로써, 개별적인 버스트로 전송 채널상으로 전송되도륵 
변조 신호를 허용한다. 그러한 개별적인 버스트로 변조 신호를 송신하는 구조인 2개 이상의 무선 송신기
는 무선 송신기 각각에 의해 발생된 변조 신호가 시간에 있어 겹치지 않는한, 변조 신호를 단일 전송 채
널상으로 송신할 수도 있다. 그런 방식에서, 현존하는,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전송 용량은 증가될 수도 
있다.

제1도의 구조 설명을 언급하면, 종래의 연속파 변조 기법(및, 여기서, 주파수 변조 기법)에 의해 발생된 
변조 신호와, 개별적인 버스트로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변조 신호간의 관계가 도시된다. 제1
도의 상부는 직렬로 위치된 블럭(100,106,112)을 나타낸다. 블럭(100,106,112)내의 그림은 종래의 연속파 
변조기법, 여기서는 주파수 변조 기법에 의해 발생된 파형이다. 그러한 변조 신호를 발생, 송신하도륵 만
들어진 종래의 무선 송신기는 전송 동안 연속으로 변조 신호를 송신한다. 신호가 연속적으로 전송되는 경
우, 단일 전송 채널은 변조 신호의 연속적인 전송을 허용하도록 할당되어야 한다(종래의 무선 송수신기의 
수신부에 의해 수신되도록, 종래의 연속파 변조 기법에 의해 발생된 변조 신호가 유사하게 도시될 수도 
있음).

제1도는  3대  1의  압축비를 도시한 것인데,  블럭(100,106,112)내에  그려진  파형의  정보  내용은 블럭부
(150A,156A,162A)에 각각 사상된다. 인코드된, 블럭(100,106,112)내에 그려진 파형의 정보 내용이 블럭부
(150A,156A,162A)내에  그려진  파형으로  표현된  개별적인  버스트로  전송될  수도  있는  바, 블럭부
(150A,156A,162A)내에 그려진 파형은 개별적인 버스트로 변조 신호의 전송을 나타낸다.

블럭부(150B,150C,156B,156C,162B,162C)내에는 파형이 없는데, 그러한 블럭부는 그동안 다른 신호들이 개
별적인 버스트로 전송될 수도 있는 시간 간격을  나타낸다.

무선 송신기가 변조 신호를 개별적인 버스트로 송신하는 동작을 할 때, 타이밍과 동기 조건이 중요하다. 
단일 전송 채널상으로 전송된 변조 신호는 상호 간섭없이 동시에 전송될리가 없다. 또한 변조 신호를 개
별적인 버스트로 수신하는 무선 수신기는 정보가 제공되어, 개별적인 버스트로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신
호가 수신기에 의해 복조되고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신호가 무시되는 것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

따라서, 정보 신호를 압축형으로 인코드할 때, 동기 정보는 인코드된 신호에 유입된다. 예를 들어, 그러
한 동기 정보는 예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될 수도 있다. 개별적인 버스트로 무선 송신기에 의해 발생, 
송신된 변조 신호는 수신기에 수신되고, 개별적인 버스트로 송신된 하나 이상의 변조 신호부의 일부를 형
성하는 동기 정보는 동기 및 타이밍 용도로 무선 수신기에 의해 활용된다.

제2도의 구조 표현에 있어서, 때로는 슬롯으로 언급되고 여기서, 일반직으로 참조 번호(200)로 언급되는, 
단일 개별적 버스트에 대응하는 시간 간격 동안 송신되는 변조 신호의 포맷이 도시된다. 슬룻(200)은 제1
도의 블럭부(150A,156A,162A)에 의해 나타낸 시간 간격 동안 발생된 변조 신호를 나타낸다. 도시된 대로, 
슬롯(200)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206)와 정보부(212)로 구성된다.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206)는 슬
롯(200)의 좌측에 표시되어 슬룻의 앞단에서 전형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206)는 
신호가 송신되는 특정 시스템의 시스템 기준에 따른 다른 데이타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슬
롯(200)은 송신된 신호의 초기 신호부를 형성하는(제1도의 블럭부(150A)에 위치된 변조 신호부와 같은) 
변조 신호부로 구성될 때, 데이타 시퀀스부(206)의 특성 및 길이는 송신된 신호의 또다른 신호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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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제1도의 블럭부(156A 혹은 162A)에 위치된 변조 신호부와 같은) 슬롯의 특성 및 길이와 다를 수도 
있다.

제3A도는 변조 신호부로 구성되는, 여기서, 참조 번호(250)로 언급된 슬롯의 포맷으로 제2도와 유사한 구
조도이다. 그런데, 슬롯(250)은 여기서 일본 디지탈 셀룰러 표준, RCR STD-27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된 특
정 셀룰러 통신 시스템과 같은 특정 통신 시스템의 포맷을 도시한 것이다 슬롯(250)은 시작 블럭(254),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256A,256B,256C,256D) 및, 정보부(262A,262B)로 구성된다 시작 블럭(254)은 흔히 
램프 주기(R로 표시)로서 언급되는데, 그동안 변조 신호부(250)의 정보 내용은 무시된다. 선정된 테이타 
시퀀스부(256A)는 프리앰블 세그먼트(SF로 표시)를 나타낸다.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256B)는 동기 워드 
세그먼트(SW로 표시)를 나타낸다.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256C)는 색상 코드 세그먼트(CC로 표시)를 나
타낸다.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256D)는 스틸 플래그(steal plag) 세그먼트(P로 표시)를 나타낸다. 또 
선정된  데이타  세그먼트부(256E)는  저속  관련  제어  채널(slow  associated  control  channel) 세그먼트
(SAACH로 표시)를 나타낸다. 정보부 세그먼트(262A,262B)는 변조 신호부(250)의 일부를 형성하도륵 인코
드된 정보 신호의 정보 내용을 포함한다. 정보부 세그먼트(262A,262B)는 제2도의 변조 신호부(200)의 정
보부(212)에 대응한다.

제3b도는 변조 신호부로 구성되는, 여기서 참조 번호(300)로 언급된 슬롯의 포맷으로 제3a도와 유사한 구
조도이다. 제3b도외 슬롯(300)은 또다른 특정 통신 시스템의 포맷을 도시한 것으로, 즉, 일본 디지탈 무
선 표준 RCR STD-28에서 더욱 상세히 언급된 개인용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디지탈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서 발생된 변조 신호 슬룻의 포맷이다.

변조 신호부(300)는 시작 블럭(304),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 세그먼트(306A,306B,306C) 및, 정보부 세그
먼트(312)로 구성되도록 도시된다.

제 3a도의 변조 신호부(250)의 시작 주기(254)와 유사한 시작 주기(304)는 램프 주기(R로 표시)로 언급되
는데, 그동안 변조 신호부(300)의 정보 내용은 무시된다.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 세그먼트(306A)는 스타트 심볼(start symbol) 세그먼트(SS로 표시)로 표시된다.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306B)는  프리앰블  세그먼트(P로  표시)를  나타낸다.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
(306C)는 동기 워드 세그먼트(SW로 표시)를 나타낸다. 정보부 세그먼트(312)는 슬롯(300)의 일부를 형성
하도록 인코드된 일부 정보 신호의 정보 내용을 포함한다.

슬롯(250,300)은 제2도의 더욱 일반화된 슬롯(200)이 취할 수도 있는 포맷의 두가지 구체적인 예이다. 중
요한 것은 일부 슬롯에 구성되는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의 존재이다. 예로서, 슬롯(250,300)의 프리앰블 
세그먼트(256A,306B)는 각각 테이타 시퀀스 1001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의 이득 제어 회로는 프리앰블 세그먼트(256A,306B)로 구성된 데이타 시퀀스1001
의 예와 같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의 존재를 활용하여, 무선 송신기의 일부를 형성하는 증폭 회로의 소
정의 증폭 레벨을 빨리 결정한다. 구체적인 선정된 데이타 시스템부는 특정 통신 시스템의 구체적인 포맷
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데, 실제 모든 통신 시스템은 하나의 개별적인 버스트 동안 송신된 슬룻중의 최소
한 하나의 일부를 형성하는 선정된 데이타의 일부 형을 포함하는 개별적인 버스트로 변조 신호를 송신하
는 무선 송신기를 갖는다.

제4도는 제2도의 슬롯(200)과 같은, 변조 신호의 일부를 형성하는 슬롯의 파형의 인벨로프의 그래픽도 이
다.

세로축(350)은 와트 혹은 볼트와 같은 전력과 관계된 양으로 나타내고, 가로축(356)은 예를 들어 초와 같
은 시간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제 2도의 슬롯(200)과 같은, 슬롯을 나타내는 인벨로프(362)는 시간 함수
로서 도시된 전력과 관계된 양을 도시한 것이다.

인벨로프(362)는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와 정보부를 갖는 슬롯을 형성하는 π/4-DQPSK 변조 신호를 나타
낸다.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 여기서, π/4-DQPSK 변조 체계에 따라 변조, 인코드된 시퀀스 1001은 인
벨로프의 좌측에 형성된다. 그러한 일부 변조 신호부와 그 인벨로프가 선정된, 즉, 확정적이므로, 그런 
변조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는 그런 데이타 시퀀스의 존재를 검출할 수 있다.

제5도의 그래픽도는 제4도와 유사하지만, 가로 좌표축 눈금이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세로 좌표축(400)
은 전력에 관련된 값으로 눈금이 주어지고, 가로 좌표축(406)은 시간에 관련된 값으로 다시 
눈금지어진다. 인벨로프(412)는 제4도의 인벨로프(362)의 확대이다. 특히, 인벨로프(412)는 제4도의 인벨
로프(362)의 데이타 시퀀스부를 나타낸다.

데이타 시퀀스부가 확정적이므로, 그런 변조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는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의 존재를 
검출할 수 있다.

개별적인 버스트로 발생되는 슬롯으로 형성된 변조 신호는 전송에 앞서 무선 송신기의 증폭 회로에 의해 
증폭된다. 무선 송신 회로의 증폭 회로에 의해 발생되는 증폭, 변조된 신호는 또한 제4도 및 제5도의 그
래픽 표현으로 도시된 파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신호의 전력 관련 특성에 대한 특정은 다이오드 
전력 검출기와 같은 종래의 회로에 의해 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제 증폭 변조된 신호의 전력 관련 
특성은 소정의 증폭 변조 신호의 전력 관련 특성이 확정될 때, 그 소정의 증폭 변조 신호의 전력 관련 특
성과 비교될 수도 있다

전력 관련 특성은 증폭, 변조된 신호의 임의의 인벨로프 특성일 수도 있다. 시간에 대해, 증폭 변조된 신
호의 인벨로프는 단순히 증폭 변조된 신호의 평균 전력일 수도 있다. 슬롯의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변조 신호부의 그러한 부분의 인벨로프는 유사하게 확정적이다. 따라서, 그런 인벨로
프의 피크 대 평균(peak-to-average) 전력비는 결정될 수도 있고, 실제 증폭 변조된 신호의 그런 피크 대 
평균 전력비는 소정의 증폭 변조된 신호의 피크 대 평균 전력비와 비교될 수도 있다.

아주 간단하게,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로 구성되는 슬롯부의 인벨로프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
가 단순히 실제, 증폭 변조된 신호의 피크 전력을 검출함으로써, 실제의 변조 신호 레벨과 소정의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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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레벨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한 상호 관계에 응답하여, 증폭 회로의 이득은 소정 신호 레벨의 
증폭, 변조된 신호를 형성하기 위해 변조된 신호의 증폭을 일으키도록 변경될 수도 있다.

제6도는 제4도와 유사한 그래픽도인데, 여기서, 세로 좌표축상의 밀리와트로 눈금지어진 순시 전력 레벨
은 가로 좌표축(456)을 따라 시간의 함수로서 도시된다. 축(478,456)으로 형성된 축 시스템에 대해 도시
된 인벨로프(462)는 소정 신호 레벨의 선정된 테이타 시퀀스로 구성되는 슬롯부를 나타낸다. 점선으로 표
시된 인벨로프(466)는 실제 증폭 변조된 신호의 선정된 데이타 시권스로 구성되는 슬롯부의 인벨로프를 
나타낸다. 인벨로프(462)의 피크 전력 레벨은 세로 좌표측(478)상에 점(472)으로 도시되고, 유사하게, 인
벨로프(466)의 피크 전력 레벨은 세로 좌표축(478)상에 점(450)으로 도시된다. 인벨로프(462)와 (466)의 
실제의 피크 전력 레벨과 소정의 피크 전력 레벨은 각각 상호 관계될 수도 있다. 그런 상호 관계에 응하
여, 무선 송신기의 일부를 형성하는 증폭 회로의 이득 특성은 소정의 신호 레벨에 대응하는 신호 레벨이 
되도록 증폭 회로에 의해 발생된 신호를 발생하도록 변경될 수도 있다. 제6도의 그래픽은 소정의 증폭 변
조된 신호 보다 큰 전력 레벨인 실제 증폭 변조된 신호의 예를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및 소정의 
피크 전력 레벨의 상호 관계에 응답하여, 무선 송신기 회로의 증폭 회로의 이득은 낮아질 수도 있다.

제7도의 기능 블럭도를 언급하면, 본 발명의 제1양호한 실시예인, 참조 번호(500)로 언급된 이득 제어회
로는 기능 블럭형으로 도시된다 이득 제어 회로(500)는 변조 신호에 대한 제1슬롯의 선정된 데이타 시퀀
스부의 신호 레벨을 비교하고, 그 신호 레벨을 가변 이득 증폭기로 그 신호 레벨을 증폭한 후, 소정의 증
폭 레벨로 증폭된 슬롯의 그런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의 신호 레벨을 비교한다.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는 
공지된  값이므로, 즉, 실제 발생된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를 포함하는 슬롯의 변조 신호부의 파형에 대
한 신호 레벨은, 소정 레벨이 되도록 증폭된 슬롯의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에 대응하는 부분의 신호 레
벨과 비교될 수도 있다 그러한 비교의 결과로서, 가변 이득 증폭기의 이득 특성은 제1슬롯의 전송 동안 
변경될 수도 있다.

따라서, 라인(506)상에 발생된 변조 신호(개별적인 버스트로 발생된 슬롯으로 형성됨)는 가변 이득 증폭
기(512)에 인가된다. 가변 이득 증폭기(512)는 인가된 변조 신호를 증폭하고, 라인(518)상에 증폭, 변조
된 신호를 발생한다

신호 레벨 검출기(546)는 라인(518)상에 발생된 증폭, 변조된 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되고, 라인(518)상
에 발생된 증폭 변조된 신호의 전력 관련 레벨 검출에 응답하여 라인(550)상에 신호를 발생한다. 라인
(550)상에 발생된 신호는 인벨로프 특성 검출기(562)에 인가된다. 검출기(562)는 라인(550)상으로 인가된 
신호의 신호 레벨에 응답하여 전력 관련 특성을 검출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검출기(562)는 변조 신호
의 제 1슬롯에 대한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의 피크 전력 레벨을 검출한다. 인벨로프 특성 검출기(562)는 
그러한 검출된 값을 나타내는 신호를 라인(566)상으로 발생한다.

저장 소자(570)는 소정의 증폭 레벨로 증폭된 슬롯의 소정 전력 관련 특성 값을 저장한다. 그 특성은 검
출기(562)에 의해 검출된 특성과 일치한다. 라인(574)상으로 발생된 그러한 값을 나타내는 신호는 비교기
(578)에 인가된다. 인벨로프 특성 검출기(562)에 의해 라인(566)상에 발생된 신호는 역시 비교기(578)에 
인가된다.

비교기(578)는 라인(566,574)상에 인가된 신호의 값을 비교하며, 그 비교에 따른 비교 신호를 라인(582)
상에 발생한다. 라인(582)은 라인(590)상에 신호를 발생하는 이득 조절기(586)에 결합되고, 라인(590)은 
가변 이득 증폭기 (512)에 인가된다.

가변 이득 증폭기(512)에 인가된 라인(590)상의 신호는 이득 특성을 변경한다. 이득 조절기(586)에 의해 
발생된 라인(590)상의 신호는 증폭기(512)의 이득 특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륵 하거나, 증가 흑은 감소시
킨다.

타이머 소자(594)는 제7도의 기능 블럭도에서 또한 설명되는데, 신호 레벨 검출기(546), 인벨로프 특성 
검출기(562), 저장 소자(570) 및 이득 조절기(586)에 결합되는 것으로 도시된다. 타이머(594)는 검출기
(546,562)의 동작을 일으키는 신호를 밭생하고, 저장 소자(570)가 라인(574)상으로 신호를 발생하도륵 야
기하며, 이때, 변조 신호부의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부는 라인(506)상으로 발생된 후, 라인(518)상으로 검
출기(546,562), 저장 소자(570) 및, 이득 조절기(586)의 동작을 야기하게 되며, 이때도, 라인(506)상으로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는 발생된다.

제8도에 있어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인 참조 번호(600)로 언급된, 이득 제어 회로가 도시된다. 또,
무선 송신기의 변조 회로에 의해 발생되고, 개별적인 버스트로 발생된 슬롯으로 형성된 변조 신호는 가변
이득 증폭 회로에 인가된다. 여기서, 변조 신호는 라인(606)상으로 발생되어, 가변 이득 증폭기(612)에 
인가 된다.

가변 이득 증폭기(612)는 라인(618)상으로 증폭, 변조된 신호를 발생하며, 이 신호는 혼합 회로(622)에 
인가된다.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정의 업-믹싱(up-mixing) 발진 주파수의 발진 신호는 혼합 회로(622)에 또한 공
급된다. 혼합 회로(622)는 전력 증폭기(630)에 인가되는 업-믹싱된 신호를 라인(626)상으로 발생한다. 전
력 증폭기(630)는 인가된 신호를 증폭한다. 전력 증폭기(630)는 방향성 결합기(638)에 인가되는 신호를 
라인(634)상으로 발생한다.

라인(642)은 제1측에서 방향성 결합기(638)의 제 1라인에 결합되고, 제 2측에서 신호 레벨 검출기, 즉, 
다이오드 전력 검출기(646)에 결합된다. 다이오드(646)는 라인(634)상에 발생된 신호외 전력 레벨을 검출
하고, 라인(650)상에 그러한 검출된 전력 레벨을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한다.

라인(650)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654)에 결합되는데, 이 변환기(654)는 프로세서(662)에 인가되는 디
지탈 신호를 라인(658)상으로 발생한다. 프로세서(662)는 제7도의 이득 제어 회로(500)내의 인벨로프 특
성 검출기(562), 비교기(578) 및, 이득 조절기(586)의 기능을 수행하도륵 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기억 소자(670)는 소정의 전력 관련 특성, 다시 말하자면, 상기 언급된 피크 전력 레벨을 나타내는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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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라인(674)을 경유하여 프로세서(662)에 결합된다. 프로세서(662)는 기억 소자(670)에 의해 저
장된 값으로, 다이오드(646)에 의해 측정된 실제 측정 전력 관련 특성의 레벨을 결정한다. 프로세서(66
2)는 또한 두 값을 서로 관련시켜서, 그런한 상호 관련에 응답하는 이득 조절 신호를 라인(690)상으로 발
생한다. 라인(690)상에 발생된 이득 조절 신호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694)에 인가되며, 아날로그 신
호는 라인(698)상에 발생된다. 라인(698)은 가변 이득 증폭기(612)에 결합되어, 라인(698)상으로 인가된 
신호의 신호레벨에 응답하여 증폭기의 이득 특성을 변경한다.

타이머(704)는 제8도의 블럭도에서 또한 도시되며, 프로세서(662)에 결합되어 프로세서내에 구현된 필수 
알고리즘의 동작을 야기하는데, 이때, 라인(606)상에 발생된 변조 신호(그리고, 이후에는 라인(634)상에 
발생된 신호)를 형성하는 슬롯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된다. 이득 제어 회로(600)가 가변 이득 증
폭기(612)의 소정 이득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의 피크 전력 레벨 검출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득 제어 회로(600)는 증폭기(612)의 소정 이득 특성을 상당히 빨리 결정할 수 있다.

제9도에 있어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인 참조 번호(780)로 언급된 무선 전화기가 도시되어 있다. 무
선 전화기(780)는 수신부 및 송신부를 갖는 무선 송수신기이며, 여기서, 송신부는 제7도 및 제8도에 도시
된 이득 제어 회로를 포함한다.

무선 전화기(780)의 무선 수신부는 송신된 변조 신호를 수신한다. 안테나(784)는 송신된 변조 신호를 수
신한다. 안테나(784)는 수신된 신호를 전기적 형태로 전환하고, 라인(788)상으로 수신된 신호를 나타내는 
전기 신호를 발생한다. 라인(788)은 라인(794)상으로 필터링된 신호를 발생하는 필터(790)에 결합된다. 
라인(794)은 다운 혼합기(down-mixer)(798)의 제 1입력에 결합되어 국부 발진기(806)에 의해 발생된 발진 
신호를 다운 혼합기(798)에 공급한다.

다운-혼합기(798)는 필터(812)에 인가된 다운-믹싱된 신호를 라인(810)상으로 발생한다. 필터(812)는 제 
2의  다운-혼합기(818)의  제  1입력에  인가된  필터링된  신호를  라인(814)상으로  발생하여,  국부 발진기
(826)에 의해 발생된 발진 신호를 다운-혼합기(828)에 공급한다.

다운-혼합기(818)는 필터(830)에 인가된 제2의 다운-믹싱된 신호를 라인(828)상으로 발생한다. 필터(83
0)는 증폭기(834)에 인가된 필터링된 신호를 라인(832)상으로 발생한다. 증폭기(834)는 복조기(838)에 인
가된 증폭 신호를 라인(836)상으로 발생한다.

복조기(838)는 디코더(842)에 인가된 복조 신호를 라인(840)으로 발생한다. 디코더(842)는 트랜스듀서, 
즉, 스퍼커(848)에 인가된 디코드된 신호를 라인(846)상으로 발생한다.

발진기(806,826)에 의해 밭생된 발진 신호의 발진 주파수는 라인(852)을 경유하여 발진기(850)에 각각 접
속됨으로써, 기준 발진기(850)와는 공지된 주파수 관계로 유지된다.

무선 전화기(780)의 송신부는 도면의 하단부에 도시된다. 예를 들면, 음성 신호와 같은 정보 신호는 트랜
스듀서, 즉, 마이코로폰(856)에 의해 전기적 형태로 전환되고, 그런 정보 신호를 나타내는 전기 신호는 
라인(860)상으로 발생된다. 라인(860)은 π/4-DQPSK 인코딩 체계와 같은 인코딩 체계에 따라 인가된 정보 
신호를 인코드하는 인코더(864)에 결합된다.

인코드(864)는 합산 소자(865)의 입력에 인가된 인코드된 신호를 발생한다.

데이타 시퀀스 발생기(866)는 합산기(865)에 입력으로 또한 인가된 신호를 발생한다. 합산기(865)는 제 2
도와 제3a도 및 제3b도에서 도시된 대로, 슬롯의 포맷을 형성하기 위해 소정의 시퀀스로 인가된 신호를 
결합한다. 합산 소자(865)는 필터, 즉 평방근 상숭(raised) 코사인(SRRC) 필터에 인가되는 신호를 라인
(868)상으로 밭생한다.

필터(872)는 변조기(880)에 인가되는 필터링된 신호를 라인(876)상으로 발생한다. 변조기(880)는 발진기
(888)에 의해 발생된 발진 신호를 라인(884)상으로 역시 수신한다. 변조기(880)는 필터(896)에 인가되는 
변조 신호를 라인(892)상으로 발생한다. 필터(896)는 점선으로 블럭화된, 이득 제어 회로(900)에 인가되
는 필터링 신호를 라인(898)상으로 변조 신호를 발생한다. 이득 제어 회로(900)는 제 8도의 이득 제어 회
로(600)와 유사하다.

이득 제어 회로(600)와 유사하게, 이득 제어 회로(900)는 가변 이득 증폭기(912)로 구성되는데, 가변 이
득  증폭기(912)는  혼합기(922)에  결합된  신호를  라인(918)상으로  발생한다.  라인(924)은  또한 혼합기
(922)에 결합되어, 발진기(925)에 의해 발생된 발진 신호를 혼합기에 공급한다. 혼합기(922)는 전력 증폭
기(930)에 인가된 업-믹싱된 신호를 라인(926)상으로 발생한다.  전력 증폭기(930)는 방향성 결합기(93
8)에 인가되는 신호를 라인(934)상으로 발생한다.

라인(942)은 제1측에서 결합기(938)의 라인에 결합되고, 제2측에서 다이오드 피크 검출기(940)에 결합된
다.

다이오드  피크  검출기(946)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954)에  인가되는  신호를  라인(950)상으로 
발생한다. 변환기(952)는 프로세서(962)에 인가되는 디지탈화 신호를 라인(958)상으로 발생한다. 기억 소
자(970)는 라인(974)을 경유하여 프로세서(962)에 결합된다.

타이머(976)는 이득 제어 회로(900)의 일부를 형성하며, 프로세서(962)와 데이타 시퀀스 발생기(866)에 
결합되어 프로세서내에 구현된 필수 알고리즘의 동작을 일으키는데, 이때, 라인(898)상으로 발생되는 변
조신호를 형성하는 슬롯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된다.

프로세서(962)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994)에  인가되는  신호를  라인(990)상으로  발생한다. 변환기
(994)는 아날로그 신호를 라인(998)상으로 발생하고, 가변 이득 증폭기(912)에 결합되어 이득 특성을 제
어 한다.

이득 제어 회로(900)의 동작은 제 8도의 이득 제어 회로의 동작과 유사하며, 따라서, 동작은 상세히 설명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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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도의 무선 전화기(780)는 또한 방향성 결합기(938)에 결합된 제 1측과, 아이솔레이터(1006)에 결합된 
제2축을 갖는 라인(1002)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아이솔레이터(1006)는 필터(1016)에 인가되는 신
호를 라인(1010)상으로 발생하며, 필터(1016)는 필터링된 신호를 라인(1020)상으로 발생한다. 라인(102
0)은 인가된 신호의 전송을 허용하는 안테나(784)에 결합된다.

제10도에 있어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인, 참조 번호(1100)로 언급된 양호한 실시예의 방법에 대한 
방법 단계가 리스트된다.

먼저, 블럭(1106)에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 방법(1100)은 가변 이득 증폭 회로에 의해 발생된 증폭 
신호의 크기값을 측정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블럭(1112)에서 상기 측정 단계 동안 측정된 증폭 신호의 크기의 측정값을 나타내는 신호가 발
생된다.

다음으로, 블럭(1118)에서, 상기 가변 이득 증폭 회로에 의해 발생된 증폭 신호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
로 구성될 때의 시간이 검출된다.

다음으로, 블럭(1124)에서, 증폭 신호의 인벨로프 특성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블럭(1130)에서, 가변 이득 증폭기의 이득 특성은 상기 결정 단계 동안 결정된 증폭 신호의 
인벨로프 특성에 대한 값에 응답하여 변경된다.

본 발명이 여러 도면에 도시된 양호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는 동안, 다른 유사한 실시예가 이용될 
수도 있고, 변형예와 첨가예가 본 발명의 동일 기능을 수행하기에 벗어남 없이 상술되는 실시예로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어떤 단일 실시예로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첨부된 청구 범위
에 따른 폭과 범주내로 구성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변 이득 증폭 회로를 구비한 무선 송신기용 이득 제어 회로로서, 무선 송신기는 정보 신호를 개별적인 
버스트로 발생하며, 최소한 하나의 개별적인 버스트 동안 발생되는 상기 정보 신호는 선정된 데이타 시퀀
스를 포함하고, 무선 송신기의 송신 회로의 일부를 형성하는 가변 이득 증폭 회로는 정보 신호가 발생된 
개별적인 버스트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버스트로 증폭된 신호를 형성하도륵 동작하는 이득 제어 회로에 있
어서, 상기 가변 이득 증폭 회로에 의해 형성된 증폭 신호를 나타내는 신호를 수신하도륵 결합되어, 상기 
증폭 신호의 크기 값을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증폭 신호의 크기 값을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하는 수단과, 
상기 가변 이득 증폭 회로에 의해 형성된 증폭 신호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되는 시간을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가변 이득 증폭 회로에 의해 형성된 증폭 신호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되는 시간 동
안 동작하여, 상기 증폭 신호의 인벨로프(envelope) 특성을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결정 수단에 의해 결
정된 증폭 신호의 인벨로프 특성 값에 응답하도록 동작하여, 상기 가변 이득 증폭기의 이득 특성을 변경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득 제어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값 측정 수단은 다이오드 피크 검출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득 제어 
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 신호의 크기 값을 측정하는 수단은, 상기 증폭 신호의 순시 전력 관련 값을 
측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득 제어 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련 값을 전압 값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득 제어 회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은 상기 정보 신호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되는 시간을 모니터링
하는 타이머 제어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득 제어 회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벨로프 특성을 결정하는 수단은 증폭 신호의 피크 대 평균(peak-to-average) 전
력비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득 제어 회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피크 대 평균 전력비를 결정하는 수단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된 증폭 신호
의 피크 전력 값을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피크 전력 값과 상기 증폭 신호의 소정의 피크 대 평균 전력비
와 관련된 피크 전력 값을 서로 관련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득 제어 회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관련시키는 수단은 상기 증폭 신호의 소정의 피크 대 편균 전력비와 관련된 
피크 전력 값을 저장하는 기억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득 제어 회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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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이득 증폭기의 이득 특성을 변경하는 수단은, 상기 소정의 피크 대 평균 전력
비의 레벨에 관계가 있는 상기 증폭 신호의 피크 전력 값을 결정하는 수단에 의해 결정되는 피크 전력값
의 레벨에 응답하여 상기 이득 특성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득 제어 회로.

청구항 10 

정보 신호를 개별적인 버스트로 송신하는 무선 송신기의 일부를 형성하며 최소한 하나의 개별적인 버스트 
동안 발생되는 정보 신호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를 포함하고, 정보 신호가 발생된 개별적인 버스트에 대
응하는 개별적인 버스트로 증폭된 신호를 형성하도록 동작하는 가변 이득 증폭기의 이득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변 이득 증폭 회로에 의해 발생된 증폭 신호의 크기 값을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 단계 동안 측정된 증폭 신호의 크기 값을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가변 이득 증폭 
회로에 의해 발생된 증폭 신호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되는 시간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가변 
이득 증폭기에 의해 발생된 증폭 신호가 선정된 데이타 시퀀스로 구성되는 시간 동안 상기 증폭 신호의 
인벨로프 특성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 단계 동안 결정된 증폭 신호의 인벨로프 특성의 값에 응답
하여 상기 가변 이득 증폭기의 이득 특성을 변경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이득 증
폭기의 이득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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