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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득을 갖는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 무선 수신기(104)는 무선 주파수(RF) 신호(122)를 수신하여 수
신 신호(124)를 발생시킨다.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이 결정된다(111). 품질(130)은 수신 신호(124)
의 전체 전력 스펙트럼 밀도(Io)에 대한 원하는 신호의 칩 당 에너지(Ec)의 비율로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대안전인 무선 수신기(104)에서, 품질(130)은 복조된 신호(126)의 에러율 산정값으로 될 수 있다.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은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에 따라서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을 최적화
하도록 조정된다. 또한, 조정된 이득이 수신 신호(124)의 수신 신호 세기 표시(RSSI)(242)를 변동시키므
로,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에 응답하여 수신 신호(124)의 RSSI(242)를 산정하고(217) 보상하여(218) 원
하는 RF 신호(122)의 RSSI를 나타내는 수신 신호(124)의 보상된 RSSI 를 발생시킨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선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의 품질을 최적화하는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송수신기의 전반적인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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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1도의 무선 송수신기 내의 무선 수신기의 상세한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1도의 무선 수신기에 관하여, 원하는 무선 주파수(RF) 전력, 이득에 대한 열잡
음 전력, 이득에 대한 간섭 전력, 이득에 대한 열잡음 전력과 간섭 전력의 합 등을 도시한 그래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1도의 무선 송수신기 내의 이득 제어기의 대안적인 상세한 블럭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무선 송수신기                         102 : 무선 송신기

104 : 무선 수신기                            106 : 안테나

114 : 신호 처리기                            204 : 가변 감쇠기

220, 272, 276, 293 : 합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수신기에 관한 것이며, 상세하게는 무선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의 품질을 최
적화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송수신기로는 그 예로써 셀룰러 무선전화기 
이동 가입자 유닛이 있다. 무선 가입자 유닛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경쟁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듀얼 셀룰러 시스템(dusl cellular system) (예를 들어 시스템 A 또는 B)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다. 각각의 시스템에는 특정한 채널 간격을 가진 다수의 채널이 할당되며, 각각의 채널은, 예를 들어, 
1993년 7월에 출판된 전자산업협회(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TIA/EIA/IS-95, “듀얼-모드 광대
역 전개 스펙트럼 셀룰러 시스템을 위한 이동국 - 지상국 호환성 표준안”(Mobil Station Land Station 
Compatibility Standard For Dual-Mode Wideband Spresd Spectrum Cellular System)(“IS-95 표준안”으
로 인용됨)에 발표된 바와 같은 특정한 중심 주파수를 갖는다.

상용 가입자 유닛은 A 시스템 또는 B 시스템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므로, 가입자 유닛은 임의의 
주어진  시간  및  위치에서  제공되는  셀룰러  수신  대역  내의  모든  무선  주파수(RF)  신호를  동시에 
수신한다. 여기에는 A 및 B 시스템 신호 모두가 포함된다. 수신기는 원하는 신호는 통과시키고 원치 않는 
신호는 감쇠시키는 중간 주파수(IF) 필터의 통과 대역에서 원하는 신호가 중심에 오도록 RF 신호를 변환
시킨다. IF 필터는 원치 않는 신호를 무한히 감쇠시키지 못하므로 얼마간의 원치않는 신호가 감소된 레벨
로 IF 필터를 통과하게 된다. 또한, 원치않는 신호는 상호변조(intermodulation)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
해 수신기에서 서로 상호작용하여 원하는 신호의 동일한 주파수의 새로운 간섭 신호를 발생시킨다. 상호
변조에 대해서는 이하 상세히 설명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원하는 RF 신호의 레벨에 대한 원치않는 RF 신
호의 레벨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 악화된다. A 및 B 시스템 설계자는 시스템 설계를 통해 상기한 문
제의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상기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관하여  설명해  보겠다.  이동  가입자가  A  채널에서  동작중이라면,  다시 
말해, A 시스템 기지국으로부터 A 시스템 채널로 원하는 RF 신호를 수신하고 있다면, 이동 가입자가 A 기
지국에서 멀어짐에 따라 원하는 RF 신호 레벨이 감소한다. 동시에, 이동 가입자는 B 시스템 채널로 다수
의 RF 신호를 송신하는 B 시스템 기지국 쪽으로 이동한다. 그 신호는 A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이동 가입자
에게는 원치 않는 RF 신호가 된다. 이동 가입자가  B 시스템 기지국으로 접근함에 따라, 원치 않는 RF 신
호의 레벨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원하는 RF 신호 레벨이 감소하고 원치 않는 RF 신호 레벨이 증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원하는 RF 신호의 레벨의 대한 원치 않는 RF 신호의 레벨의 비율이 너
무 높아지면, 이동 가입자 유닛의 사용자는 통화 품질이 떨어지거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험
을 겪게 된다.

상기한 문제점에 관하여, 디지털 시스템인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ode division multiple access(CDMA)) 
무선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CDMA  이동국  및  아날로그  무선  시스템인  개량  이동  전화  시스템(sdvanced 
mobil telephone system(AMPS))을 참조하여 설명하겠다. 이동국은 통화 작동중인 원하는 기지국과 통신한
다. 이동국의 무선 수신기가 원치 않는 강력한 신호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Ec/Io의 비율의 감소를 검
출한다. Ec는 원하는 신호의 칩 당 에너지(energy perchip) 이며, Io는 원하는 신호의 전체 전력 스펙트
럼 밀도이다. 이동국의 무선 수신기는 Ec/Io 비율의 감소 사실을 통신중인 기지국에 알려준다. 그러면 기
지국에서는 원하는 신호의 칩 당 에너지(Ec)를 증가시켜 무선 수신기에서의 원하는 신호의 세기를 개선시
킨다. 그러나, 원하는 신호의 칩 당 에너지(Ec)를 증가시키면, 무선 시스템의 전체 용량이 감소한다. 또
한 원하는 신호의 칩 당 에너지(Ec)는 어느 한도까지만 증가시킬 수 있다. 최대 한도의 원하는 신호의 칩 
당 에너지(Ec)에서도 여전히 원치 않는 신호가 원하는 신호를 압도할 수 있다. 이동국이 원치 않는 신호
를 송신하는 기지국과 매우 근접하여 있을 때에 또한 원하는 신호를 송신하는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거나 차단되어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Ec/Io의 비율은 감소한다. Ec/Io의 빌
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신된 신호의 이동국의 프레임 에러율(frame error rate(FER))이 증가하고, 종국에
는 작동중인 통화가 끊겨진다.

수신기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원치  않는  신호  응답을  통상적으로  상호변조  왜곡(intermodulation 
distortion (IM)) 이라고 인용한다. IM 왜곡은 할당된 입력 신호 주파수로부터 서로 떨어져 있는 2 이상
의 간섭 신호가 존재할 때 발달하는데, 수신기의 비선형 전자장치에서 발생하는 2 이상의 간섭 신호의 N 
차  혼합에  의하여  할당된  입력  신호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IM  왜곡  프리덕트(distortion 
product) 로 인용되는 제3의 신호가 만들어진다. 증폭 및 혼합 회로에 통상적을로 사용되는 전자장치의 
전달 함수는 완전히 선형인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장치에 내재하는 비-이상적 특성으로 인해 IM 왜곡이 
야기된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IM 왜곡의 형태는 3차 IM 왜곡이다. 간섭 신호의 신호 세기가 1 dB 변동하면, 원치 
않는 3차 IM 왜곡 프러덕트의 신호 세기는 3 dB 변동한다. 이러한 3 : 1 관계에 관한 배경을 이해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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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1982년 5월 23일부터 25일 까지 열린 32차 IEEE 자동차 기술 컨퍼런스에서 모토로라 인코포레이티
드의 리차드 새거스(Richard C. Sagers)가 제출한 논문 “인터셉트 포인트 및 원치 않는 응답”을 참조할 
수 있다. 상기한 3 : 1 관계는 3차 IM 왜곡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수신기 설계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수신기에서 전자장치의 바이어스 전류를 증가시키면 일반적으로 IM 왜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공지된 사실이다. 그러나, 휴대용 무선 가입자 유닛은 휴대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다. 휴대용 무선 
가입자 유닛은 호출을 대기할때의 저 전류 - 대기 모드에서 또는 음성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고 전류 
- 사용자 작동 모드에서 최대한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 소비가 최소로 되게끔 설계한다. 그러므로, 
전류 소모를 증가시키면 휴대용 무선 유닛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IM 왜곡을 감소시키
기 위해 수신기의 전류 소모를 증가시키는 일은 바람직하기 않다.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도 IM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지국들을 공통배치하고, 기지국에
서 방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 등이 시스템 설계에 포함될 수 있다. 기지국과 무선 수신기 사이의 거리
가 무선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의 레벨에 있어 중요한 인수로 된다. 그러므로, IM 왜곡을 발생시키는 원
치 않는 신호를 송신하는 원치 않는 기지국을 원하는 신호를 송신하은 원하는 기지국 근처에 공통배치하
면, IM 왜곡이 원하는 신호를 압도할 가능성을 상당히 줄여준다. 그러나, 상이한 시스템의 기지국들을 공
통 배치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지국의 물리적인 위치, 기지국 설치 사이의 시간 경과, 기지국의 소유권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항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기지국이 방향성 안테나를 갖는 경우 방향성 안테나에 의해 송신되는 신호가 단-방향성 안테나를 통해 목
적하는 방향으로 증가된 전력을 갖기 때문에 IM 왜곡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신호 전력을 증가시키
면 원하는 신호가 IM 왜곡에 의해 압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IM 간섭의 감소는 방향성 
안테나를 가진 원하는 기지국 및 IM 왜곡을 야기하는 원치 않는 기지국과 무선 수신기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선 수신기가 원치 않는 기지국에 매우 근접하여 있고 원하는 기지국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원하는 기지국으러부터 안테나의 방향성이 IM 왜곡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방향성 안테나는 다른 방향의 신호 도달범위를 희생시키고 시스템의 무선 도달범위를 제한하
므로, 무선 도달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 진다. 

셀룰러 전화기와 같은 이동 무선기기는 열 잡음(thermal noise), 간섭을 포함하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조
건을 가진 채널을 통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열 잡음은 수신기 잡음 특성, 수신기 대역폭, 온도 등에 
의해 설정된다. 열 잡음은 대부분의 조건하에서 비교적 느리게 변화한다. 한편, 간섭은 여러 가지 요인 
및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간섭의 요인에는 공통-채널 간섭, 
인접 채널 감도상실, 상호변조(IM) 등이 포함된다.

수신기 설계자들은 통상적으로 수신기 구성에 있어 안테나에 가장 근접한 쪽의 스테이지들을 수신기 전위
(front end)라 하고 안테나에서 멀리 떨어진 스테이지들을 수신기 후위(back end)라고 인용한다. 통상적
으로, 수신기의 전위 이득은 최악의 경우의 수신기 후위 잡음 특성을 만회하여 통용 가능한 감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높게 설정된다.

통상적으로, 수신기 구성에 있어 첫 번째 액티브 스테이지는 고정된 이득을 가진 저 잡음 증폭기(low 
noise amplifier (LNA))이다. LNA의 이득은 수신기 잡음 특성을 최소화하여 통용 가능한 수신기 감도를 
얻기 위해 높게 설정된다. 그런데, 높은 LNA 이득의 약점은 선형성에 있다. LNA 이득을 증가시키면, 다운 
믹서(down mixer)와 같은 LNA에 뒤이은 스테이지가 동일한 IM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선형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선형성이 커지면 DC 전력 소비도 커지는데, 이는 배터리-작동식 무선기기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은 것임이 명백이다. 역으로, LNA 이득을 낮춰서 IM 성능을 개선시키면 수신기 감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무선기기에서 감도, IM 제거, 수신기 DC 전력 소비 간에는 상호보완이 이루어져야 한
다.

감도, IM 제거, 수신기 DC 전력 소비간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호보완을 달성하는 문제는 AMPS 셀룰러 
무선기기 보다는 CDMA 무선기기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CDMA 채널이 
AMPS 채널 보다 40 배 넓음로 온-채널 IM 발생 프러덕트의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 둘째, CDMA IF 필터 
손실이 AMPS IF 필터 손실 보다 10 내지 20 dB 이 크다. 그러므로, 후위 잡음 특성을 만회하여 동등한 감
도를 얻기 위해서는 전위 이득이 더 커야한다. 통상적인 CDMA 무선기기의 상기한 두 가지 특성은 적절한 
선형성 및 IM 제거의 유지를 위해 AMPS 무선기기에 비해 5 내지 6의 상수까지 수신기 전위 DC 전력 소비
를 증가시키게 된다.

간섭의 레벨을 감소시키면서 수신기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섭이 존재할 때 그 선형 특성을 
동적으로 증가시키는 무선 수신기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무선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의 품질을 최적화
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이 요구된다.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송수신기(100)의 전
반적인 블럭도이다.  무선 송수신기(100)는  일반적으로 무선 송신기(102),  무선 수신기(104)  및 안테나
(106)를 포함한다. 무선 송신기(102)는 안테나(106)를 거쳐 정보를 송신하고 무선 수신기(104)는 안테나
(106)를 거쳐 정보를 수신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무선 송수신기(100)는 셀룰러 무선전화 가입자 유닛이다. 무선 송수신기
(100)는 차량 장착형, 휴대용, 또는 운반가능형 유닛 등과 같은 공지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국은 전술한 IS-95 표준안에 기술한 바와 같은 CDMA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된 CDMA 이동국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송수신기(100) 및 안테나(106)는 본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무선 송신기(102)는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하고 있는 모토로라 무선전화기 모델 번호 SUF1712에 따른 것이다. 무선 송신기(102)
는 정보 입력단(120)에서 정보를 수신한다. 정보는 일반적으로 음성 또는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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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수신기(104)는 신규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제1도를 참고하여 설명하겠으며 더 상세하게는 제2도 
내지 4도를 참고하여 설명하겠다.  무선 수신기(104)는  일반적으로 이득을 갖는 수신기(108)와, 복조기
(110), 신호 품질 결정기(111), 이득 제어기(112), 신호 처리기(114)를 포함한다. 무선 송신기(102)는 정
보 출력단(116)에서 정보를 발생시킨다. 정보는 일반적으로 음성 또는 데이터이다. 일반적으로, 이득을 
갖는 수신기(108), 복조기(110), 신호 품질 결정기(111), 이득 제어기(112), 신호 처리기(114)는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는 않겠다. 이득을 갖는 수신기(108)는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하고 있는 모토로라 무선전화기 
모델 번호 SUF1712 및 미합중국 특허 제 5,321,847 호에 따른 것이다. 복조기(110) 및 신호 품질 결정기
(111)는  일반적으로  참조문헌  “CDMA  이동국  모뎀  ASIC”(″CDMA  Mobil  Station  Modem  ASIC″, 
Proceeding of the IEEE 1992 Custom Integrated Circuits Conference, section 10.2, 페이지 1 내지 5) 
:  및  “CDMA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  ASIC  개관”(″Digital  Cellular  System  an  ASIC  Overview″, 
Proceeding of the IEEE 1992 Custom Integrated Circuits Conference, section 10.1, 페이지 1 내지 7)
에 설명된 바와 같은 주문형 집적회로(ASIC) 내에 구현된다. 신호 처리기(114)는 일반적으로, 예를들어,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된 채널 디코더, 에러 검출/정정부, 오디오 프로세서, 데이터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무선 수신기(104)는 제1 변조방법으로 변조된 원하는 RF 신호를 수신하지만 때로
는 제2 변조방법으로 변조된 간섭 RF 신호도 수신한다. RF 신호를 변조하는 상기 두 방법은 아날로그 변
조 및 디지털 변조를 포함한다. 아날로그 변조 기술을 사용하여 변조된 RF 신호는 디지털 RF 신호로 참조
되며, 디지탈 변조기술을 사용하여 변조된 RF 신호는 디지탈 RF 신호로 참조된다. 아날로그 무선 주파수
(RF) 신호 또는 디지털 RF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할 수 있는 무선 송수신기는 듀얼 모드 무선 송수신기로 
알려져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무선 수신기(104)는 아날로그 RF 신호 또는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 RF 신호를 수신 할 수 있다. 아날로그 또는 CDMA RF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듀얼 모드 수선 
수신기는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전술한 IS-95 표준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대안적
으로 본 발명은, 시분할 다중 액서스(TDMA) 무선 수신기 및 그룹 특정 이동형(Group Special Mobil(GSM)) 
무선 수신기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아날로그 또는 TDMA RF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듀얼 모드 수신기는 
본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고되어 있는 모토로라 무선전화기 모델 번호 
SUF1702C에 따른 것이다. GSM RF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무선 수신기도 본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고 되어 있는 모토로라 무선전화기 모델 번호 SUF1702C에 따른 것이다.

이득 제어기(112)는 이득을 갖는 수신기(108), 복조기(110), 신호 품질 결정기(111), 신호 처리기(114)와 
결합하여 신규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제1도를 참고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제2도 내지 
4도를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하겠다. 일반적으로, 무선 수신기(104)내의 상기 장치 및 방법은 이득을 갖는 
무선 수신기(104)에서 수신된 신호(124)의 품질(130)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수신된 신호(124)
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무선 수신기에도 유용한 것이다. 특히, 이득을 갖는 수신기(108)는 무
선 주파수(RF) 신호(122)를 수신하여 수신 신호(124)를 발생시킨다. 신호 품질 결정기(111)가 수신 신호
(124)의 품질(130)을 결정한다. 이득 제어기(112)는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에 응답하여 무선 수신기
(104)의 이득을 조정한다.

또, 신호 처리기(114)는 복조된 신호(126)를 처리하여, 정보 출력단(116)에서 처리된 신호(128)를 발생시
킨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득 제어기(112)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대안적으로 이득 제어기(11
2)는 분리된 부분으로 또는 집적회로 내에 구현될 수도 있다. 

이득 제어기(112)는 무선 수신기(104)에 적합한 임의의 비유로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을 조정하도록 설
계될 수 있다. 또한, 이득 제어기(112)는 그 구현이 디지털 방식인지 또는 아날로그 방식인지에 따라 각
각 증가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을 조정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득 제어기
(112)는 수신 신호의 품질(130)이 선정된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동작가능한 것이 바람직하지
만, 이득 제어기(112)는 무선 수신기(104)가 서비스 상태에 있을 때에 동작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RF 신호(122)는 869 MHz 내지 894 MHz 범위의 수신 주파수 대역을 갖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수신 신호(124)는 원하는 신호와 원치 않는 신호를 포함한다. 원치 않는 신호는 
예를들어 수신기 내에서 발생하는 잡음과, IM 왜곡 프로덕트(distortion products)을 포함하는, 수신기 
내에서 발생하는 왜곡 프로덕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
은 수신 신호(124)에 대한 원하는 신호의 비율로 특징지워진다. CDMA 시스템에서는 그 비율이 수신 신호
의 전체 전력 스펙트럼 강도(Io)에 대한 원하는 신호의 칩 당 에너지(Ec)로 특징지워 진다.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은 무선 수신기(104)의 각종 신호 포인트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신호 품질 결정기(111)는 (신호 품질 결정기(111)로 가는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은) 복조된 신호(126) 
또는 처리된 신호(128)의 에러율(error rate)을 산정하기 위한 에러율 산정기를 구비할 수 있다. 복조된 
신호(126)로부터 유도되는 에러율은 심벌 에러율이다. 이득 제어기(112)는 복조된 신호(126)의 심벌 에러
율에 응답하여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을 조정한다. 처리된 신호(128)로부터 유도되는 에러율은 비트 에
러율이다. 이득 제어기(112)는 처리된 신호(128)의 비트 에러율에 응답하여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을 
조정한다.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을 유도해내기 위한 모든 상기한 신호 포인트는 이득 제어기(112)
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타입의 정보를 발생시킨다. 수신 신호(124)의 품질 (130)을 유도해내기 위한 특정 
신호 포인트는 변조 방법, 무선 수신기 토폴러지(topology) 및 다른 공지된 설계 조건에 따르는 것이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1도의 무선 수신기(104)의 상세한 블록도이다. 일반적으로, 제2도에는 수신기
(108) 및 이득 제어기(112)가 더욱 상세히 도시되었다. 수신기(108) 일반적으로 제1 밴드패스 필터(202), 
가변 감쇠기(204), 가변 이득 증폭기(206), 제2 밴드패스 필터(208), 믹서(210), 국부 발진기(212), 제3 
밴드패스  필터(214),  중간  주파수(IF)단(216),  수신  신호  세기  표시(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RSSI)) 산정기(217), RSSI 보상기(218)를 포함한다. RSSI 보상기(218)는 합산기(220) 및 지연
소자(222)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제1 밴드패스 필터(202), 가변 감쇠기(204), 가변 이득 증폭기(206), 
제2  밴드패스  필터(208),  믹서(210),  국부  발진기(212),  제3  밴드패스  필터(214),  중간 주파수(IF)단
(216), RSSI 산정기(217), 합산기(220) 및 지연소자(222)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것이므로, 본 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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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제1 밴드패스 필터(202)는 RF 신호(122)를 필터링하여 제1 필터링된 신호(224)를 발생시킨다. 가변 감쇠
기(204)는 제1 이득 제어신호(132)에 응답하여 제1 필터링된 신호를 감쇠시켜 감쇠된 신호(228)를 발생시
킨다. 가변 이득 증폭기(206)는 이득 제어기(112)에서 나온 제2 이득 제어신호(133)에 응답하여 감쇠된 
신호(228)를  증폭시켜 증폭된 신호(232)를  발생시킨다.  “증폭” 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감쇠된 신호
(228)의 레벨을 변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감쇠된 신호(228)의 레벨을 증가 및 감소시키는 것을 모두 포
함한다. 대안적으로, 가변 이득 증폭기(206)는 공지된 바와 같은 가변 이득 감쇠기(비도시)가 뒤따르는 
고정 이득 증폭기(비도시)로 구현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이득 제어기(112)로부터의 이득 제어신호는 
무선 수신기(104)의 다른 공지된 소자의 이득이 변동되도록 할 수도 있다. 제2 밴드패스 필터(208)는 증
폭된 신호(232)를 필터링하여 제2 필터링된 신호(234)를 발생시킨다. 믹서(210)는 국부 발진기(212)에서 
발생된 국부 발진기 신호(236)에 응답하여 제2 필터링된 신호(234)를 혼합해서IF 신호(238)를 
발생시킨다. 제3 밴드패스 필터(214)는 IF 신호(238)를 필터링하여 필터링된 IF 신호(240)를 발생시킨다. 
중간주파수(IF)단(216)은 필터링된 IF 신호(240)를 수신하며 수신 신호(124)를 발생시킨다. RSSI 신청기
(217)는  필터링된  IF  신호(240)의  RSSI를  산정한다.  제1  밴드패스  필터(202)에서  IF단(216)에 이르는
(202, 204, 206, 208, 210, 212, 214, 216, 217)을 포함하는 수신기 구성은 통상적인 것이므로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RF 신호(122)는 원하는 RF 신호와 원치않는 RF 신호를 포함한다. 원치않는 RF 신호는 여러 가지 RF 주파
수에 중심을 둔 하나 이상의 RF 신호를 포함한다. 무선 수신기(104)는 무선 수신기 설계 분야에서 공지된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하는 RF 신호의 RSSI 산정을 필요로 한다. RSSI 산정기에 의해 제공되는 원하는 RF 
신호의 RSSI 산정값은 RSSI 산정기 전의 전체 이득의 함수로 된다. 그러므로, 가변 이득 증폭기(206)의 
이득이 변동하면, RSSI 산정값(242)은 원하는 RF 신호의 RSSI를 양호하게 표시하지 못한다. RSSI 산정기
에  의해  제공되는  원하는  RF  신호의  RSSI  산정값은  RSSI  산정기  정의  전체  이득의  함수로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RSSI 보상기(218)는 무성 수신기(104)의 이득에 응답하여 RSSI 산정값
(242)을 보상하고 원하는 RF 신호(122)의 RSSI를 나타내는 수신신호(124)의 보상된 RSSI(134)를 발생시킨
다. RSSI 보상기(218)는 합산기(220)와 지연소자(222)로 구현된다. 합산기(220)는 수신 신호(242)의 RSSI 
와 지연된 이득 신호(244)를 합산하고 한정된 이득 제어 신호(246)를 감산하여 수신 신호(124)의 보상된 
RSSI(134)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수신 신호(242)의 RSSI의 적절한 산정값을 얻기 위하여 수신 신호
(124)에는 이득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득 제어기(112)는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에 응답하여 한정된 이득 제어 신호(246)를 발생시키고 
한정된 이득 제어 신호(246)에 응답하여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을 조정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득 제어기(112)는 제1 비교기(248), 제2 비교기(250), 이득 제어 신호 
결정기(252), 제1 지연소자(254), 제2 지연소자(25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1 
비교기(248), 제2 비교기(250), 이득 제어 신호 결정기(252), 제1 지연소자(254), 제2 지연소자(256)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것이므로,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제1 비교기(248)는 제1 비교기(248)의 포지티브 입력(258)에서의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의 
현재 측정치를 제1 비교기(248)의 네가티브 입력(260)에서의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의 현재 측정치
와 비교하여 +1 또는 -1 의 값으로 추정되는 제1 출력신호(262)를 발생시킨다. 제2 비교기(250)는 제2 비
교기(250)의  포지티브  입력(264)에서의  이득(246)의  현재  측정치를  제2  비교기(250)의  네가티브 입력
(266)에서의 이득(246)의 과거 측정치와 비교하여 +1 또는 -1 의 값으로 추정되는 제2 출력신호(268)를 
발생시킨다. 이득 제어 신호 결정기(252)는 제1 및 제2 출력신호(262 및 268)에 응답하여 이득 제어 신호
(270)를 결정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득 제어 신호 결정기(252)는 제1 곱셈기(272), 제2 곱셈기(274), 합산기
(276), 지연소자(28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1 곱셈기(272), 제2 곱셈기(274), 
합산기(276), 지연소자(284)는 공지된 것이므로,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제1 곱셈기(272)는 제1 출력 신호(262)와 제2 출력 신호(268)를 곱셈하여 곱해진 신호
(278)를 발생시킨다. 제2 곱셈기(274)는 곱해진 신호(278)에 선정된 이득 제어 스텝값(dG)을 곱하여 이득
제어 스텝 신호(280)를 발생시킨다. 합산기(276)는 이득제어 스텝 신호(280)를 지연소자(284)에서 제공한 
과거의 이득 제어 신호(282)와 합산하여 현재의 이득 제어 신호(270)를 발생시킨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득 제어기(112)는 이득  제어 신호(270)를 최대값(288)과 최소값(290) 
사이로 제한하여 한정된 이득 제어 신호(246)를 발생시키는 제한기(286)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제2도에서, 설명 목적상, 이득 제어 신호(246)의 값은 감쇠기(204)와 VGA(206)의 원하는 순 이득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한기(286)는 공지된 것이므로,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
외에는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득 제어기(112)의 제한기(286)는 보상된 RSSI(134)에 응답하여 이득 제
어 신호(270)를 최대값(288) 까지로 제한한다. 수신된 신호가 강력한 경우 최대 이득을 제한하면  순간적
인 IM 버스트의 초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득 제어기는 스위치(29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스위치
(294)는 제1 합산기(293), 제2 합산기(295), 제1 제한기(296), 제2 제한기(297)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한정된 제어신호(246)에서 VGA 제어신호(133)를 감산하여 제1 합산기 출력 (298)이 발생된다. 
제1 합산기 출력(298)은 제1 제한기(296)에 의해 최대값(291) 이내로 한정되며 감쇠기 제어신호(132)를 
발생시킨다. 감쇠기 제어신호(132)를 한정된 제어신호(246)로부터 감산하여 제2 합산기 출력(299)을 발생
시킨다. 제2 합산기 출력(299)은 제2 제한기(297)에 의해 최소값(292) 이내로 한정되며 감쇠기 제어신호
(133)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제1 합산기(293), 제2 합산기(295), 제1 제한기(296), 제2 제한기(29
7)는 공지된 것이므로,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VGA(206)의 이득은 제2 합산기 출력이 최소값(292) 보다 크게끔 이득 제어 신호(246)가 설정된 경우 이득 
제어신호(133)에 응답하여 변동한다. 이 때에, 감쇠기(204)는 최소 감쇠로 억제된다. 제1  합산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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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이 최대값(291) 보다 작게끔 이득 제어신호(246)가 설정된 경우 감쇠기(204)의 감쇠값이 이득 제어
신호(132)에 응답하여 변동한다. 이때에는 VGA(206)의 이득이 최소 허용 VGA 이득으로 억제된다. 대안적
인 실시예에서는 감쇠기(204) 만을 또는 VGA(206) 만을 변동시킬수 있다.

Ec/Io를 결정하는 신호 품질 결정기(111)의 적분 주기가 이득 조정 루프에 대한 최소 반복 주기를 좌우한
다.  최소  적분  시간은  64  칩이며  대략  50  마이크로초에  해당한다.  자동  이득  제어(automatic  gain 
control(AGC)) 및 액티브 필터링이 수신기의 후위(back end)에서 구현된다면, 신호가 후위의 순간적인 동
적 범위내에 있을 수 있도록 타이밍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위 AGC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 적분 주
기가 증가되거나 주어진 시간 주기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적인 이득 스텝의 수가 제한되어야 한다.

무선 수신기(104)의 전위(front end)에서 이득 조정을 갖는 것의 또다른 장점은 무선 수신기의 동적 범위
가 확장한다는 것이다. 무선 수신기(104)의 IF 섹션(216)은 통상적으로 강한 신호에 포화시키기 위한 제1 
스테이지이다. 그러므로, 무선 수신기(104)의 동적 범위는 전위 이득 감축을 통해 확장된다.

제3도는 수신기의 입력에 관계된 수신기 열잡음(thermal noise) 전력(N)(306), 수신기의 입력에 관계된 
간섭 전력(I)(307), 수신기의 입력에 관계된 수신기 열잡음 전력과 수신기의 입력에 관계된 간섭 전력을 
합한 것(I+N)(308), 감쇠기(204)와 VGA(206)의 순 이득(301)에 대한 수신기 입력에서의 원하는 RF 신호 
전력(310) 등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수신기의 입력에 관계된 수신기 열 전력은 수신기 전위 이득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된다. 제3도에서 수신기의 입력에 관계된 간섭 전력은 수신기에서 수신한 원치않는 RF 신
호 때문에 수신기 내에서 발생하는 IM 왜곡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수신기의 입력에 관계된 수
신기 열잡음 전력의 합(308)은 수신기 전위 이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된다. 그러므로, 수신기의 입력에 
관계된 수신기 열잡음 전력의 합(308)은 수 이득(G)의 값(314)에서 최소값 A(316)을 갖는다. 원하는 RF 
신호  전력은  송신  소오스로부터의  거리와  같은  외부적인  인수의  함수이므로  수신기  전위  이득과 
무관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수신기 입력에 관계된 수신기 열잡음과 수신기의 입력에 관
계된 간섭 전력을 합한 것에 대한 원하는 RF 신호 전력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이득(314)으로 정위 이득을 
조정한다. 상기한 최대 비율은 최적의 수신 신호 품질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3도에서, 수신기 열잡음 및 IM 간섭이 신호 품질 저하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전위에 뒤따르
는 스테이지의 포화 특성에 기인한 신호 왜곡과 같은 부수적인 왜곡 또는 잡음의 요인이 수신기에 내재한
다면, 본 발명은 모든 전위 이득에 따른 왜곡 프로덕트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이득값으로 조절하여 수신 
신호의 품질을 극대화한다.

Gim(314)은 이득 제어 루프에 대한 순 이득에 관한 초기화된 시작 포인트를 제공한다. 상기 포인트에서, 

Ior/(N+I)의 비율(315)은 예를들면 -1.1 dB 과 같은 선정된 최소값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

득 제어기(112)는 무선 수신기(104)의 신호대 잡음비 (Ec/Io)를 기초로 하여 수신기 이득을 동적으로 조
정한다. CDMA 무선 수신기에서 다수의 레이크 핑거(rake finger)가 사용되는 경우, 레이크 핑거로부터 얻
을 수 있는 가장 큰 Ec/Io가 이용된다. 이득 제어기(112)의 기본적인 동작은 두 가지 스텝을 포함한다. 
첫째, Ec/Io 의 현재값이 종전의 Ec/Io 값 보다 양호하다면, 이득 제어기(112)는 종전의 이득 스텝과 같
은 방향으로 이득을 진행시킨다. 둘째, Ec/Io의 현재값이 종전의 Ec/Io 값 보다 나쁘다면, 이득 제어기
(112)는 종전의 이득 스텝과 반대 방향으로 이득을 진행시킨다. VGA(206)의 이득은 각각의 새로운 Ec/Io 
샘플에 대해 변동한다. 루프가 최적 이득 환경 G(314)으로 안정되면, 이득은 최적 환경의 상하로 토글
(toggle)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1도의 이득 제어기(112)의 대안적인 실시예의 상세한 블록도이다. 일반적으로 
대안적인 이득 제어기(400)는 제1 비교기(402), 제2 비교기(404), AND 게이트(40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1 비교기(402), 제2 비교기(404), AND 게이트(406)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것
이므로,  여기서는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제1 비교기
(402)는 수신 신호의 품질(130)이 양호한 것인지 또는 불량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품질은 전술한 바와 같은 Ec/Io이다. 결정과정은 결정된 Ec/Io를 미리 선정된 Ec/Io 임대값(410)과 비교
하여 제1 출력 신호(414)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수신 신호의 
RSSI(134)는 전술한 바와 같은 보상된 RSSI(134)이다. 결정과정은 보상된 RSSI(134)를 미리 선정된 RSSI 
임계값(408)과 비교하여 제2 출력 신호(412)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미리 선정된 RSSI 임계값
(408)은 선정된 감쇠기 값을 기초로 하여 Ior/N 의 비율을 선정된 비율 이하로 감소시키는 수신 신호 레벨

에서는 감쇠기(204)가 스우치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Ior 은 원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원하는 RF 신호 전력

이며 N 은 수신기 입력에 관계된 수신기의 열잡음이다. 대안적인 이득 제어기(400)는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과 RSSI(134)가 모두 양호할 때에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을 조절한다. 제1 출력 신호(414)와 
제2 출력 신호(412) 모두가 AND 게이트(406)의 입력에서 논리 하이(high) 레벨일 때에 양호한 결정이 이
루어지는데, 이는 RSSI(134)가 상승하고 Ec/Io 비율(130)이 감소하는 것이 검출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대안적인 이득 제어기(400)는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 또는 RSSI(134)가 불량한거나 수신 신호(124)
의 품질(130)과 RSSI(134)가 모두 불량할 때에는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을  조절하지 않는다. 제1 출력 
신호(414)와 제2  출력 신호(412)  모두가 또는 그 중의 하나가 AND  게이트(406)의 입력에서 논리 로우
(low) 레벨일 때에 양호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은 무선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의 품질을 최적화하는 장치 및 방벙을 제공한다. 본 발명
은 무선 수신기에서 상호변도 왜곡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장점은 수시된 신호(124)의 품질
(130)에 응답하여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을 조절해주는 신규한 이득 제어기(112)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
공되는 것이다. 보 발명에 의하면, 원치않는 강한 RF 신호가 수신될 때 전화 통화가 끊기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이 거의 해결된다.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그러한 특정 실시예에 국한된은 것은 
아니다. 본 기술분야에 숙력된 사람이면 청구범위에 제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정신이나 범주에서 벗어
나지 않고도 본 발명을 변형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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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득을 갖는 무선 수신기(104)에서 수신 신호의 품질(130)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 주파수(RF) 
신호(122)를 수신하여 수신 신호(124)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을 결정하
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124)의 수신 신호 세기 표시(rem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 RSSI)를 
평가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이  양호한지  또는  불량한지를(favorable  or 

unfavorable)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124)의 RSSI가 양호한지 또는 불량한지를 판단하는 단계
와, 상기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과 상기 수신 신호(124)의 RSSI 모두가 양호하면 상기 수신 신호
(124)의 품질(130)에 응답하여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을 조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124)의 품질
과 상기 수신 신호(124)의 RSSI중 어느 하나가 불량하거나 상기 수신 신호(124)의 품질과 상기 수신 신호
(124)의 RSSI 모두 불량하면 상기 무선 수신기(104)의 이득을 조정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하는 수신 신호
의 품질 최적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124)는 원하는(desired) 신호와 원치않는(undesired) 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은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한 원하는 신호의 비율로 표시되며, 상기 비율은 
상기 수신 신호의 전체 전력 스펙트럼 밀도(Io)에 대한 원하는 신호의 칩 당 에너지(Ec)로 표시되는 수신 
신호의 품질 최적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F 신호는 원하는 RF 신호와 원치 않는 RF 신호를 포함하여, 상기 방법은 상기 무
선 수신기(104)의 이득에 응답하여 상기 수신 신호(124)의 RSSI(242)을 보상하여 원하는 RF 신호의 RSSI
를 나타내는 상기 수신 신호(124)의 보상된 RSSI(134)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수신 신호의 품
질 최적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에 응답하여 이득 제어 신호(132, 133)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조정 단계는 상기 이득 제어 신호(132, 133)에 응답하여 실행되는 수신 신호의 
품질 최적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시키는 단계는 상기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의 현재 측정값(258)을 상기 
수신 신호(124)의 품질(130)의 과거 측정값(260)과 비교하여 제1 출력 신호(262)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이득(246)의 현재 측정값(264)을 이득(246)의 과거 측정값(266)과 비교하여 제2 출력 신호(268)를 발생시
키는 단계와, 상기 제1 출력 신호(262) 및 상기 제2 출력 신호(268)에 응답하여 이득 제어 신호(270)를 
결정하는 단계(252)를 더 포함하는 수신 신호의 품질 최적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출력 신호(262)와 상기 제2 출력 신호(268)를 곱하여 곱
해진 신호(278)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곱해진 신호에 선정된 이득 제어 스텝값(dG)을 곱하여 이득 
제어 스텝 신호(280)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이득제어 스텝 신호(280)를 현재의 이득 제어 신호(28
2)와 합산하여 장래의 이득 제어 신호(270)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수신 신호의 품질 최적화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이득 제어 신호(270)를 최대값(288)과 최소값(290) 사이로 제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수신 신호의 품질 최적화 방법.

청구항 8 

이득을 갖는 무선 수신기에서 수신 신호의 품질을 최적화하기위한 장치에 있어서, 무선 주파수(RF) 신호
를 수신하여 수신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신기와, 상기 수신 신호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한 신호 품질 결정
기와, 상기 수신 신호의 RSSI를 평가하기 위한 RSSI 평가기와, 상기 수신 신호의 품질이 양호한지 또는 
불량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1 비교기와, 상기 수신 신호의 RSSI가 양호한지 또는 불량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2 빌교기와, 상기 수신 신호의 품질 및 상기 수신 신호의 RSSI 모두가 양호하면 상기 수신 신호의 
품질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수신기의 이득을 조정하고, 상기 수신 신호의 품질과 상기 수신 신호의 RSSI
중 어느 하나가 불량하거나 상기 수신 신호의 품질과 상기 수신 신호의 RSSI 모두 불향하면 상기 무선 수
신기의 이득을 조정하지 않은 이득 제어기를 포함하는, 무선 수신기에서 수신 신호의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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