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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고주파(RF) 무선 송수신단에 있어 주파수 직변환 송수신기(Direct Conversion Transceiver)의 믹서(Mix

er)를 통한 주파수 하향 직변환 출력 시, 그 출력의 DC 오프셋을 제거하여 출력하기 위한 주파수 하향 변환 믹서 출력

의 DC 오프셋 제거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믹서(610)로부터 출력된 I 신호(mixer_out) 및 I_b 신호(mixer_out_b)를 

각기 궤환입력하여 상기 두 신호(I,I_b)의 각 DC 레벨을 일정하게 고정하기 위한 제1제어신호(Vg)를 발생하는 DC 레

벨 고정신호 발생부(620); 상기 I 신호 및 상기 I_b 신호를 각기 궤환입력하여 상기 두 신호(I,I_b)의 각 DC 레벨(Va,V

b)간 상대적 차이를 없애기 위한 제2제어신호(Da,Db)를 발생하는 DC 오프셋 제거신호 발생부(630); 및 상기 발생된 

제 1 및 제 2 제어신호(Vg,Da,Db)에 따라, 상기 믹서(610)의 상기 두 출력단(out,out_b)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I 신호(

mixer_out) 및 상기 I_b 신호(mixer_out_b)의 각 DC 레벨을 일정하게 고점함과 동시에 그 두 출력 신호(mixer_out,

mixer_out_b)의 각 DC 레벨간의 상대적 차이를 없애는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부(640)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RF 송수신, 주파수 직변환, 믹서, DC 오프셋, 오프셋 제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기술의 제1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2 및 도 3은 기존의 오프셋 보상 기술의 제2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고,

도 4는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기술의 제3 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5는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기술의 제4 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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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 장치의 구성도이고,

도 7은 도 6의 DC 오프셋 제거신호 발생부의 회로도이고,

도 8은 도 6에서 주요 부분 파형도의 일예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610 : 믹서 620 : DC 레벨 고정신호 발생부

630 : DC 오프셋 제거신호 발생부 631 : 차동 증폭기

632,633 : 저역 통과 필터 Q1,Q2 : 트랜지스터

R1.R2 : 저항 C1,C2 : 캐패시터

640 :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부

641-644 : PMOS 트랜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디씨 오프셋(DC offset) 제거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고주파(RF

) 무선 송수신단에 있어 주파수 직변환 송수신기(Direct Conversion Transceiver)의 믹서(Mixer)를 통한 주파수 하

향 직변환 출력 시, 그 출력의 DC 오프셋을 제거하여 출력하기 위한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RF 무선 송수신단에서 주파수 직변환(Direct Conversion) 구조를 사용할 경우 주파수 변환 후 DC 오프

셋의 발생으로 인한 복조 시 에러율의 증가가 큰 문제로 대두된 바 있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기술의 각종 예에 대하여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기술의 제1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동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기술은 

DC 오프셋이 포함되어 있는 신호를 하이 패스 필터(High Pass Filter : HPF)를 통과시켜 DC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며, 회로적으로 볼 때 간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기 기술은 신호에 DC 성분이 있을 경우 해당 신호가 전와(轉訛)(corrupt)되고, 코너 주파수(corner freque

ncy)는 데이터 율(dats rate) 의 0.1% 이하가 되어야만 신호 감소가 무시될 수 있으며, 하이 패스 필터의 코너 주파수

가 낮으면 초기 상태(initial condition)가 잘못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 2 및 도 3은 기존의 오프셋 보상 기술의 제2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도 2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 

DC 오프셋 보상 기술에 대한 블록도이고, 도 3은 피드백(feedback) DC 오프셋 보상 기술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2 및 도 3을 보면, 믹서(21,31)를 통과한 기저대역의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D Converter)(22,32)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다음,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23,33)를 통해 오프셋을 처리하고, 이를 다시 래치(Latch

)(24,34)를 매개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 Converter)(24,34)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각 믹

서(21,31)의 전단 또는 후단 경로상에 설치된 레벨 시프터(Level Shifter)(26,36)를 통해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에 근

거하여 DC 오프셋을 제거토록 하는 데, 이와 같은 방법은 상기 구조를 단일 칩(one chip)화 하였을 경우 칩 면적이 커

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 4는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기술의 제3 예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QPSK용 직변환 수신기에 있어서 DC 오프셋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 기술은 디지털 신호를 평균하여 이를 메모리(memory)에 저장하고, 이 값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

꾸어 DC 오프셋을 빼줌으로써 DC 오프셋을 제거하는 방법인 데, 이 방법도 도 2 및 도 3과 마찬가지로 칩 크기가 커

지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 5는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기술의 제4 예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아날로 그 피드백을 이용하는 것이다.

동 도면을 보면, 게이트간 공통 연결되고 각 소오스가 믹서(50)의 두 개 출력단(out,out_b)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PMOS 트랜지스터(51a,51b); 상기 믹서(50)의 상기 각 출력단(out,out_b)을 통한 두 개의 출력 신호(mixer_out, mix

er_out_b)의 궤환입력값에 따라 상기 트랜지스터(51a,51b)의 공통 게이트의 인가 전압을 조정하여 그 출력 신호(mix

er_out, mixer_out_b)의 각 DC 레벨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DC 레벨 고정부(또는 공통 모드 피드백(Common Mode F

eedback)부라 함)(52); 상기 각 출력 신호(mixer_out, mixer_out_b)의 상기 고정된 DC 레벨을 검출하여 기 설정된 

기준 레벨과의 차이값을 구하는 제 1 및 제 2 DC 레벨 검출기(53a,53b); 및 상기 DC 레벨 검출단 전단의 상기 각 출

력 신호(mixer_out, mixer_out_b)의 경로 상에 설치되어 상기 구해진 각 레벨 차이값에 의거하여 상기 각 출력 신호(

mixer_out, mixer_out_b)의 DC 레벨을 조정하는 제 1 및 제 2 레벨 시프터(Level Shifter)(54a,54b)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구성된 기존 DC 오프셋 보상 기술의 제4 예는, 제 1 및 제 2의 두 경로 상의 각 출력 신호(Mixer

_out,Mixer_out_b) 간의 DC 레벨 오류를 보정함에 있어서, 제 1 경로 상의 신호(Mixer_out)에 대한 DC 오프셋은 상

기 제 1 레벨 검출기(53a)와 상기 제 1 레벨 시프터(54a)를 통해 절대값인 상기 기준 레벨에 근거하여 보정함과 동시

에, 제 2 경로 상의 신호(Mixer_out_b)에 대한 DC 오프셋은 상기 제 2 레벨 검출기(53b)와 상기 제 2 레벨 시프터(54

b)를 통해 상기 기준 레벨에 근거하여 보정하기 때문에 즉, 두 개의 경로 상 신호에 대한 DC 오프셋을 절대 값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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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기 보정하기 때문에, 보정 후 두 결과 값 간의 미스매치(mismatch)의 발생율이 매우 높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

한 상기 레벨 시프터(54a,54b)가 상기 출력 신호의 경로 상에 직접 연결되어 구동됨으로써 신호의 선형성이 감소하여

왜곡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고주파 무선 송수신단에 있어 

주파수 직변환 송수신기의 믹서를 통한 주파수 하향 직변환 출력 시, 그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을 정확하게 보정하되

, 그 구조를 간단히 하고, 출력의 선형성 감소를 방지하며, 또한 두 DC 레벨 간의 상대적 비교 및 보정을 행하여 기존

과 같이 절대적 비교시 발생되는 보정 후 미스매치의 문제를 없애도록 된, 주파수 하향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장치는, 주파수 변환 

송수신기에 적용되는 믹서(Mixer)에 있어서, 상기 믹서로부터 출력된 두 개의 출력 신호를 각기 궤환입력하고, 그 입

력값에 근거하여 그 두 출력 신호의 각 DC 레벨을 일정하게 고정하기 위한 제 1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DC 레벨 고정

신호 발생수단; 상기 믹서로부터 출력된 두 개의 출력 신 호를 각기 궤환입력하고, 그 입력값에 근거하여 그 두 출력 

신호의 DC 레벨간 상대적 차이를 없애기 위한 제 2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DC 오프셋 제거신호 발생수단; 및 상기 발

생된 제 1 및 제 2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믹서로부터 출력된 두 개의 출력 신호의 각 DC 레벨을 일정하게 고점함과 

동시에 그 두 출력 신호간 DC 레벨의 상대적 차이를 없애는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DC 오프셋 제거제어수단은, 상기 믹서의 두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차동 증폭된 두 신호를 출력하는 차동증

폭부; 및 상기 차동 증폭수단의 두 출력 신호를 각기 여파한 후 상기 제 2 제어신호로 출력하는 여파부를 포함하여 구

성된다.

상기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수단은, 4개의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되, 제 1 PMOS 트랜지스터와 제 2 PM

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오스가 각각 상호 공통 연결되고, 제 3 PMOS 트랜지스터와 제 4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오스가 각각 상호 공통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각기 공통연결된 소오스가 상기 믹서의 두 출력단에 연결되

어 있고,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상호 연결되어 그 공통 게이트에 

상기 제 1 제어신호가 인가되며, 상기 제 1 P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각각 상기 

제 2 제어신호가 인가되도록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방법은, 주파수 변환 

송수신기에 적용되는 믹서(Mixer)로부터 출력된 신호간 DC 오프셋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믹서로부터 출

력된 두 신호의 각 DC 레벨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제 1 단계; 상기 고정된 두 DC 레벨을 검 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검출된 두 DC 레벨간의 상대적 차이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DC 레벨은 낯추고 상대적으로 낮은 DC 레벨은 높

임으로써, 상기 믹서로부터 출력된 두 신호의 각 DC 레벨간 오프셋을 제거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장치 및 방

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 장치의 구성도로서, 동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파수 변환 송

수신기에 적용되어 국부 발진 신호(LO)를 근거로 입력되는 고주파 신호(RF)를 주파수 하향 변환하여 2개의 출력단(o

ut,out_b)을 통해 2개의 신호 즉, I 신호(mixer_out) 및 그 I 신호가 반전된 I_b 신호(mixer_out_b)로 출력하는 믹서(6

10); 상기 믹서(610)의 상기 두 출력단(out,out_b)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I 신호(mixer_out) 및 상기 I_b 신호(mixer_

out_b)를 각기 궤환입력하고, 그 입력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두 신호(mixer_out, mixer_out_b)의 각 DC 레벨을 일정

하게 고정하기 위한 제 1 제어신호(Vg)를 발생하는 DC 레벨 고정신호 발생부(620); 상기 믹서(610)의 상기 두 출력

단(out,out_b)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I 신호(mixer_out) 및 상기 I_b 신호(mixer_out_b)를 각기 궤환입력하고, 그 입

력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두 신호(mixer_out, mixer_out_b)의 각 DC 레벨(Va,Vb)간 상대적 차이를 없애기 위한 제 2

제어신호(Da,Db)를 발생하는 DC 오프셋 제거신호 발생부(630); 및 상기 발생 된 제 1 및 제 2 제어신호(Vg,Da,Db)

에 따라, 상기 믹서(610)의 상기 두 출력단(out,out_b)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I 신호(mixer_out) 및 상기 I_b 신호(mix

er_out_b)의 각 DC 레벨을 일정하게 고점함과 동시에 그 두 출력 신호(mixer_out,mixer_out_b)의 각 DC 레벨간의 

상대적 차이를 없애는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부(64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부(640)는, 4개의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되, 제 1 PMOS 트랜지스터(641)와 

제 2 PMOS 트랜지스터(642)의 드레인과 소오스가 각각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제 3 PMOS 트랜지스터(643)와 제 4 P

MOS 트랜지스터(644)의 드레인과 소오스가 각각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서로 연결된 제 1 및 제 2 PMOS 트랜

지스터(641,642)의 공통 드레인이 상기 믹서(610)의 일 출력단(out)에 연결되어 있고, 상기 서로 연결된 제 3 및 제 4

PMOS 트랜지스터(643,644)의 공통 드레인이 상기 믹서(610)의 다른 출력단(out-b)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642)와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643)의 게이트가 서로 연결되어 그 게이트간 공통 연결점에 

상기 제 1 제어신호(Vg)가 인가되며, 상기 제 1 PMOS 트랜지스터(641)와 상기 제 4 PMOS 트랜지스터(644)의 게이

트에 각각 상기 제 2 제어신호(Da,Db)가 인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 7은 도 6의 상기 DC 오프셋 제거신호 발생부(630)의 회로도로서, 동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믹서의 두 출

력단(out,out_b)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I 신호(mixer_out) 및 상기 I_b 신호(mixer_out_b)를 입력으로 하여 차동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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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두 신호를 출력하도록 두 개의 트랜지스터(Q1,Q2)로 구성된 차동증폭기(631); 및 상기 차동 증폭되어 출력된 두 

신호를 각기 저역 통과 여파한 후 상기 제 2 제어신호(Da,Db)로 출력하도록 저항(R1,R2)과 캐패시터(C1,C2)로 구성

된 제 1 및 제 2 저역 통과 필터(LPF1,LPF2)(632,633)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상술된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동작을 설명토록 하되, 그 동작에 대한 설명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

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토록 한다.

먼저, 상기 믹서(610)는 입력되는 고주파 신호(RF)를 입력되는 국부 발진 신호(LO)를 근거로 주파수 하향 변환하여 

2개의 출력단(out,out_b)을 통해 I 신호(mixer_out) 및 그 I 신호에 반전된 I_b 신호(mixer_out_b)로 출력한다.

참고로, 상기 I 신호(mixer_out)의 DC 레벨 Va가 상기 I_b 신호(mixer_out_b)의 DC 레벨 Vb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를 일 예로 이하 설명토록 하고, 상기 DC 레벨 고정신호 발생부(620)는 도 5와 같은 기존의 DC 레벨 고정부(52)

와 동일 구성/동작하므로 그 구체적 설명은 생략토록 한다.

상기 DC 레벨 고정 신호 발생부(620)는 상기 믹서(610)의 상기 두 출력단(out,out_b)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I 신호(mi

xer_out) 및 상기 I_b 신호(mixer_out_b)를 궤환 입력한 후, 그 두 신호(mixer_out, mixer_out_b)의 각 DC 레벨을 

일정하게 고정하기 위한 제 1 제어신호(Vg) 발생하여 상기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부(640)의 상기 제 2 및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공통게이트에 인가하고, 이에 따른 상기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부(640)의 동작에 의해 상

기 믹 서(610)로부터 출력된 상기 I 신호(mixer_out) 및 상기 I_b 신호(mixer_out_b)의 DC 레벨이, 도 8의 (a)에 도

시된 바와 같이, 각각 Va와 Vb로 일정하게 고정된다.

또한, 상기 DC 오프셋 제거신호 발생부(630)는 상기 DC 레벨 고정신호 발생부(620) 및 상기 DC 레벨 고정 및 오프

셋 제거부(640)의 유기적 동작에 의해 상술된 바와 같이 DC 레벨이 각기 Va 및 Vb로 고정된 상기 I 신호(mixer_out)

및 상기 I_b 신호(mixer_out_b)를 궤환 입력하는 바, 그 궤환 입력된 상기 I 신호(mixer_out) 및 상기 I_b 신호(mixer

_out_b)는 각기 상기 차동증폭기(631)의 두 개의 트랜지스터(Q1,Q2)의 게이트에 인가된다. 따라서, 상기 차동 증폭

기(631)는 상기 입력된 I와 I_b 신호간의 DC 레벨(Va,Vb) 차에 따라 차동 증폭된 두 신호를 출력하고, 그 출력된 두 

신호는 각기 상기 제 1 및 제 2 저역 통과 필터(632,633)를 통해 여파되어, 도 8의 (b)와 같은 DC 제어신호(Da,Db) 

즉, 상기 제 2 제어신호(Da,Db)로 출력된다.

상기 제 1 및 제 2 저역 통과필터(LPF1,LPF2)(632,633)로부터 출력된 상기 제 2 제어신호로서의 상기 DC 제어신호

(Da.Db)는 각기 상기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부(64)의 상기 제 4 PMOS 트랜지스터(644)와 상기 제 1 PMOS 

트랜지스터(641)의 게이트에 인가되는 바, 이에 따른 상기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부(640)의 동작에 의해 상기 

믹서(610)로부터 출력된 상기 I 신호(mixer_out) 및 상기 I_b 신호(mixer_out_b)의 DC 레벨간의 상대적 차이가 제거

된다.

즉, 도 8의 (b)에서와 같이 상기 DC 제어신호 Da와 Db의 레벨을 보면 Da는 Db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Db는 D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이기 때문에, 상 기 DC 제어신호 Da에 따라 상기 제 4 PMOS 트랜지스터(644)의 게이트-

소오스간 전압 V  GS4 는 그 크기가 이전보다 높아짐과 아울러, 상기 DC 제어신호 Db에 따라 상기 제 1 PMOS 트랜

지스터(641)의 게이트-소오스간 전압 V  GS1 은 이전보다 낮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기 믹서(610)로부터 출력된 

상기 I 신호(mixer_out)의 DC 레벨 Va는 이전보다 낮아지고 상기 I_b 신호(mixer_out_b)의 DC 레벨 Vb는 이전보다

높아지게된다.

이와 같은 동작에 의해 상기 믹서(610)의 두 출력단(out,out_b)로부터 출력된 상기 I 신호(mixer_out)의 DC 레벨 Va

와 상기 I_b 신호(mixer_out_b)의 DC 레벨 Vb가 동일하게 되면, 상기 DC 제어신호 Da와 Db도 같아지게되므로 상기

V  GS4 와 V  GS1 도 같아지게 되어, 상기 I 신호(mixer_out)의 DC 레벨 Va와 상기 I_b 신호(mixer_out_b)의 DC 레벨

Vb가 동일 레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그 

구조가 기존과 비교하여 매우 간단함은 물론, 고주파 무선 송수신단에 있어 주파수 직변환 송수신기의 믹서를 통한 

주파수 하향 직변환 출력 시, 상기 믹서의 출력 경로상에 도 5의 기존 구성과 같은 레벨 시프터 또는 그외의 구성 요소

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호의 선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두 DC 레벨 간의 상대적 비교 및 보정을 행하므

로 기존과 같이 절 대적 비교시 발생되는 보정 후 미스매치의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상기 믹서 출력간의 DC 오프셋을

완벽히 제거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파수 변환 송수신기에 적용되는 믹서(Mixer)에 있어서,

상기 믹서로부터 출력된 두 개의 출력 신호를 각기 궤환입력하고, 그 입력값에 근거하여 그 두 출력 신호의 각 DC 레

벨을 일정하게 고정하기 위한 제 1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DC 레벨 고정신호 발생수단;

상기 믹서로부터 출력된 두 개의 출력 신호를 각기 궤환입력하고, 그 입력값에 근거하여 그 두 출력 신호의 DC 레벨

간 상대적 차이를 없애기 위한 제 2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DC 오프셋 제거신호 발생수단; 및

상기 발생된 제 1 및 제 2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믹서로부터 출력된 두 개의 출력 신호의 각 DC 레벨을 일정하게 고

정함과 동시에 그 두 출력 신호간 DC 레벨의 상대적 차이를 없애는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수단을 포함하여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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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C 오프셋 제거신호 발생수단은,

상기 믹서의 두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차동 증폭된 두 신호를 출력하는 차동증폭부; 및

상기 차동 증폭기의 두 출력 신호를 각기 여파한 후 상기 제 2 제어신호로 출력하는 여파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여파부는 저역 통과 필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DC 레벨 고정 및 오프셋 제거수단은,

4개의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되, 제 1 PMOS 트랜지스터와 제 2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오스가 각각 

상호 공통 연결되고, 제 3 PMOS 트랜지스터와 제 4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오스가 각각 상호 공통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각기 공통연결된 드레인이 상기 믹서의 두 출력단에 연결되어 있고,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와 상

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상호 연결되어 그 공통 게이트에 상기 제 1 제어신호가 인가되며, 상기 제 1 P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각각 상기 제 2 제어신호가 인가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장치.

청구항 5.
주파수 변환 송수신기에 적용되는 믹서(Mixer)로부터 출력된 신호간 DC 오프셋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믹서로부터 출력된 두 신호의 각 DC 레벨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제 1 단 계;

상기 고정된 두 DC 레벨을 검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검출된 두 DC 레벨간의 상대적 차이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DC 레벨은 낯추고 상대적으로 낮은 DC 레벨

은 높임으로써, 상기 믹서로부터 출력된 두 신호의 각 DC 레벨간 오프셋을 제거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변환 믹서 출력의 DC 오프셋 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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