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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무선 통신 장치는 하우징 및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는 회로 기판을 포함하고, 회로 기판은,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서로 동작하는 고주파(RF) 회로 및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LCD 커넥터를 위한 디스플레이 커넥터는 회로 기판 상에 장착되

어 디스플레이에 접속된다.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은,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프로세서로부터 디스플레이 커넥터 및

접속된 디스플레이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커넥터 및 프로세서를 상호 접속한다. 필터는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에 접속되며,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로부터 임의의 간섭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우징;

상기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는 회로 기판 - 상기 회로 기판은 상기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서로 동작하는 고주파(RF)

회로 및 프로세서를 포함함 -;

상기 회로 기판 상에 장착되고 디스플레이에 접속되는 디스플레이 커넥터;

상기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커넥터에 접속된 디스플레이 상

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상기 프로세서 및 상기 디스플레이 커넥터를 상호 접속하는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 및

상기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상기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로부터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으로의 임의의 간섭 에너

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에 접속되는 필터

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접지에 접속되고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 각각에 접속된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더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는 각각의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에 직렬 접속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의 각각은 페라이트 인덕터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의 각각은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 각각에 직렬 접속된 LC 필터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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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핸드헬드 동작을 위하여 구성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F 회로 및 프로세서는 셀룰러 통신 장치로서 동작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는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에 직렬 접속된 복수의 LC 필터 어레이를 형성하는 이동 무선 통

신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에 접속되어 동작하는 전압 레귤레이터 회로를 더 포함하고, 상기 RF 회로 및 프로세서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장치로서 동작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 각각에 접속되고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 내의 필터에 직렬 접속된 제2 필

터 소자를 더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필터는 인덕터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 내에 장착되고 상기 RF 회로와 동작하는 안테나를 더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는 액정 디스플레이(LCD)를 더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디스플레이를 위한 LCD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

하여 LCD 커넥터 및 프로세서를 상호 접속하는 병렬 LCD 접속 라인을 더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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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는 회로 기판, 상기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서로 동작하는 고주파(RF) 회로 및 프로세서,

회로 기판상에 형성되어 디스플레이에 접속되는 디스플레이 커넥터, 및 상기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상기 디스플레이 커넥터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프로세서 및 상기 디스플

레이 커넥터에 접속되어 동작하는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을 제공하는 단계; 및

전자파 간섭(EMI) 필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 각각에 접속함으로써 상기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로부터 상기 디스

플레이 접속 라인으로의 간섭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접지에 접속된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 각각에 접속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 각각에 필터를 직렬로 접속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 각각에 LC 필터를 접속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신 장치의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 무선 통신 장치 및 관련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셀룰러 통신 시스템은 대중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 및 비즈니스 통신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셀룰러

전화는 사용자가 어디에서든 전화를 하거나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셀룰러 전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셀룰러 장치

의 기능도 발달하여 왔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셀룰러 장치가 달력, 주소록, 업무 리스트, 계산기, 메모 및 기록 프로그램

등의 개인 휴대 단말기(PDA)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다기능 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무선으로 이메일 메시지

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셀룰러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을 통해 인터넷에 액세

스하도록 한다.

셀룰러 통신 장치의 기능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사용자가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더 작은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안테나 및 마이크로폰 성분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회로 기판 및 전자 부품의 크기가 감소하고 그 부품들이 더 가깝게

배치됨에 따라, 다양한 전자 부품이 도전성 에너지를 픽업하고 시스템 내의 간섭을 생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부 표

면 장착 마이크로폰은 전력 증폭기 또는 안테나에 의해 방출된 방사 에너지로부터의 직접적인 도전성 에너지를 픽업할 수

있다. 이동 통신 전력 증폭기 및 안테나로부터의 도전성/근접장 방사 에너지의 원치 않는 수신은 특히 450 MHz, 900

MHz, 1800 MHz 및 1900 MHz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시스템의 일

부로서 패킷 버스트 송신에서 문제가 된다.

임의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의 액정 디스플레이(LCD)가 고주파(RF) 간섭 에너지를 방사하여 수신기 감도를 저하시킬 때

다른 간섭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LCD 자체에 의해 발생된 간섭 에너지와 함께 무선 이동 통신 장치의 마이크로프

로세서 또는 중앙 처리 장치(CPU)에 의해 간섭 에너지가 발생되어 LCD 라인에 공급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업링크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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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링크에 대한 오디오 통과 테스트에 불량을 일으키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도전성 및 방사 간섭 고주파(RF) 에너지가

결합될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키보드 회로 또한 원치 않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의의 키보드 회로에 의

해 루프를 형성하기 때문에, 고주파 수신기 감도는 키보드를 통한 종종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CPU로부터의 디지털 고조

파의 전자파 간섭(EMI)에 의해 저하된다. 임의의 예에서, 강한 RF 에너지, 예를 들어, 안테나를 통한 라디오로부터의 전송

전력은 키보드 키-인(key-in) 및 키-아웃(key-out) 라인을 통해 이동 무선 통신 장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CPU 입

출력(I/O)과 간섭하거나 결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CPU의 리셋을 유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무선 통신 장치 내에서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로부터 회로 기판상의 디스플레이 커넥터

및 프로세서 사이에 접속되어 동작하는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으로의 간섭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동 무선 통신 장치는 하우징 및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는 회로 기판을 포함하고, 회로 기판은,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서로 동작하는 고주파(RF) 회로 및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커넥터는 회로 기판 상에 장착되어 디스플레이에 접

속된다. 디스플레이는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고, 액정 디스플레이(LCD)로서 형성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커넥터는 LCD

커넥터이다.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은,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프로세서로부터 신호를 전송하여 디스플레이 커넥터에 접속된 임의

의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커넥터 및 프로세서를 상호 접속한다. 전자파 간섭(EMI) 등의 필터는

회로 기판에 의해 유지되고,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에 접속되어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로부터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으로

의 임의의 간섭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일 형태에 있어서,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접지에 접속되고 각각의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에 접속된다. 필터는 각

각의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에 직렬 접속될 수 있다. 각각의 필터는 각각의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에 직렬 접속된 페라이트

인덕터 또는 LC 필터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있어서, 하우징은 핸드헬드 동작을 위하여 구성된다. RF 회로 및 프로세서는 셀룰러 통신 장치로서

동작될 수 있다. 필터는 또한 각각의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에 직렬 접속된 복수의 LC 필터 어레이로서 형성될 수 있다. 전

압 레귤레이터 회로가 필터에 접속되어 동작할 수 있고, RF 회로 및 프로세서가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장치로서 동

작한다. 제2 필터 소자는 각각의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에 접속되고, 각각의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 내에 접속된 필터에 직

렬 접속되고, 디스플레이 접속 라인들 내에 접속된 필터에 직렬 접속될 수 있다. 각각의 제2 필터 소자는 인덕터로서 형성

될 수 있다. 안테나는 또한 하우징 내에 장착되고 RF 회로와 동작할 수 있다. 접속 라인은 LCD 접속 라인으로서 형성되고

서로 평행하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방법이 제공된다.

실시예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당업자에게 본 발명

의 범위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동일한 번호는 동일한 요소를 지칭하며 기본적인 표기는 다른 실시예에서 유사한 요소를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은, GSM 송신기 패킷 버스트 동안, 내부 마이크로폰, 예를 들어, 표면 장착 기술(SMT) 마이크로폰이 전력 증폭기

및/또는 안테나로부터 도전성 에너지를 직접 픽업 또는 수신할 때 발생되는 간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비

제한 예의 적절한 RF 실드 및 필터의 사용은 예를 들어 도 1 내지 3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되는 오디오 회로의 가청

소음을 감소시킨다. 하나의 비제한 예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고주파(RF) 실드는 내부 마이크로폰 및 그 관련 회로를 보

호하여 전력 증폭기에 의해 방출된 도전성 및 근접장 방사 에너지가 마이크로폰 동작과 간섭하는 것을 방지한다. RF 실드

는 또한 GSM 패킷 버스트 동안 안테나에 의해 방출된 방사 에너지로부터 적절한 분리를 제공한다. 이 RF 실드는 음향 실

(acoustic seal)과 결합하여 동작하여 양호한 음향 주파수 응답을 확보한다.

이하의 설명에 기재된 본 발명의 상이한 비제한 실시예 및 예는 종래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시스템 및 관련 방법에 걸쳐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액정 디스플레이(LCD) 접속 라인에 전자파(EMI) 필터를 부가함으로써, 중앙 처리 장치(CPU)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잡음이 LCD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한다. 결과적으로, 고주파(RF) 간섭 에너지를 방사하고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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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의 저하를 유발하는 LCD 또는 임의의 간섭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CPU와 관련된 종래의 문제

점이 극복된다.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은, 본 발명의 특정 예에서, LCD 회로에 필터 성분을 부가하고, 잡음이 LCD에 의해

방사되어 수신 신호와 간섭하기 전에 잡음을 제거함으로써 극복된다.

도 1 내지 3에 도시된 통신 장치에 대한 오디오 통과 테스트에서의 전자파 간섭(EMI)과 관련된 종래의 문제점은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결합된 도전성 및 방사 간섭 RF 에너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극복되며, 이들 도전성 및 방사 간섭 RF 에너지는

가청 잡음을 생성할 수 있고 업링크 및 다운링크 통신에서 RF 면역력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EMI 필터가 원하는 회로 지

점에서 마이크로폰, USB 커넥터, 스피커 오디오 회로 및 헤드셋 커넥터에 부가되어, 결합점으로부터 USB 충전 케이블을

통해 오디오 회로까지의 도전성 간섭 RF 에너지 및 헤드셋 케이블 또는 다른 유사한 커넥터상에서의 픽업으로부터 발생하

는 임의의 오디오 회로에 결합된 방사 간섭 RF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도 1 내지 3에 도시된 유형과 같은 고주파 수신기의 감도가 임의의 전자파 간섭, 예를 들어, 키패드(키보

드)를 통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CPU로부터의 디지털 고조파에 의해 저하될 때 관련된 종래의 전자파 간섭 문제를 극

복한다. RF 수신기의 감도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다른 CPU로부터 키-인/키-아웃 라인을 통해 키보드 트레이스로 발

생되어 안테나에 의해 픽업된 디지털 잡음에 의해 상당히 저하하는 것은 공지된 것이다. 키보드 트레이스 및 키-인/키-아

웃 라인 내에 EMI 필터 회로, 예를 들어, 직렬 저항기 또는 인덕터, 션트 커패시터, 직렬 EMI 페라이트 비즈 또는 저항기,

인덕터 및 커패시터의 조합, 및 페라이트 비즈로 이루어진 필터 어레이를 부가함으로써, 수신기 감도가 개선된다.

본 발명은, 또한 강한 RF 에너지, 예를 들어, 도 1 내지 3에 도시된 이동 무선 통신 장치 및 그 안테나로부터의 전송 전력이

키보드 키-인 및 키-아웃 라인을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다른 CPU 입출력 라인과 간섭하거나 결합하여 마이크로프

로세서 또는 CPU가 리셋될 때의 문제점을 극복한다. 하나의 비제한 실시예에 따르면, 저항기 등의 직렬 소자가 키보드 키

-인 및 키-아웃 라인에 적용되어, 발생된 내부 에너지 또는 외부 간섭 신호로부터 이들 라인에 의해 픽업된 RF 에너지를

감쇄시킬 수 있다. RF 에너지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CPU/키보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저항 값이 선택된다. 다른

소자, 예를 들어, 직렬 인덕터, 인덕터 및 커패시터 또는 페라이트 비즈가 사용될 수 있다.

이하,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예를 들어, 본 발명의 다양한 회로의 비제한 예를 통합할 수 있는 핸드헬드 휴대 셀룰러 라디오

의 예를 개시한 도 1 내지 3을 참조하여 간략한 설명이 진행될 것이다. 도 1 내지 3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많은 상이한

유형의 기능 회로 성분 및 그 접속의 대표적인 비제한 예를 나타낸다.

도 1 및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사용되는 핸드헬드 휴대 셀룰러 라디오 등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20)의 일 예가 먼저 기

재된다. 이 장치(20)는 상부(46) 및 하부(47)를 갖는 하우징(21) 및, 예를 들어,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는 종래의 인쇄 회로

기판(PCB) 등의 절연 기판(즉, 회로 기판)(67)을 포함한다. 하우징 커버(상세히 도시하지 않음)는 일반적으로 하우징의 전

면부를 커버한다. 이후 사용되는 회로 기판(67)이라는 용어는 임의의 절연 기판, PCB, 세라믹 기판 또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20) 내의 신호 회로 및 전자 부품을 유지하는 다른 회로 유지 구조물을 지칭할 수 있다. 도시된 하우징(21)은 예를 들

어 많은 셀룰러 전화에 사용되는 플립 또는 슬라이딩 하우징과 반대의 정적 하우징이다. 그러나, 이들 및 다른 하우징 구성

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회로(48)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하나 이상의 무선 트랜시버(예를 들어, 셀룰러, WLAN 등) 등의 회로 기판(67)에

의해 유지되며, 오디오 및 전력 회로를 포함하는 RF 회로 및 임의의 키보드 회로를 포함한다. 당업자는 키보드 회로가 별

도의 키보드 상에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배터리(도시하지 않음)는 또한 바람직하게 회로(28)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우징(21)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RF 회로라는 용어는 상호동작가능한 RF 트랜시버 회로, 전력 회로 및 오디오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오디오 출력 트랜스듀서(49)(예를 들어, 스피커)가 하우징(21)의 상부(46)에 의해 유지되고 회로(48)에 접속된다. 키

패드(키보드)(23)(도 2) 등의 하나 이상의 입력 인터페이스 장치가 또한 바람직하게 하우징(21)에 의해 유지되고 회로(48)

에 접속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키패드라는 용어는 또한 멀티-탑(multi-top) 또는 예측 엔트리 모드를 포함하는 공통으

로 사용되는 문자 및/또는 숫자키 및 다른 실시예를 갖는 사용자 입력 장치를 가리키는 키보드라는 용어를 지칭한다. 사용

자 입력 인터페이스 장치의 다른 예는 스크롤 휠(37) 및 백 버튼(36)을 포함한다. 물론, 다른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 장치

(예를 들어, 스타일러스 또는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가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다.

안테나(45)는 바람직하게 하우징의 하부(47)에 배치되고, 물리적으로 안테나를 형성하는 안테나 회로를 만드는 도전성 트

레이스의 패턴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 안테나는 주 회로 기판(67) 상의 회로(48)에 접속된다. 하나의 비제한 실시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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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는 하우징의 하부에서 회로 기판으로부터 연장하는 안테나 회로 기판 부분 상에 형성될 수 있다. 하우징(21)의 하부

(47)에 인접하여 안테나(45)를 배치함으로써, 적용가능한 SAR 요구사항에 따라 전화기가 사용될 때 안테나와 사용자의

머리 사이의 거리가 유리하게 증가한다. 또한, 별도의 키보드 회로 기판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하우징(21)의 상부를 그의 머리에 매우 근접하게 유지하여 오디오 출력 트랜스듀서(49)가 그

의 귀에 직접 접하도록 한다. 오디오 입력 트랜스듀서(즉, 마이크로폰)가 배치된 하우징(21)의 하부(47)가 사용자의 입에

직접 접하도록 배치될 필요는 없고 사용자의 입으로부터 멀리 유지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입에 근접하게 오디오 입력 트

랜스듀서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임의의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음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

한, 하우징(21)의 하부(47)에 인접하게 안테나(45)를 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뇌로부터 안테나를 더 멀리 떨어뜨릴 수 있

다.

하우징(21)의 하부(47)에 인접하게 안테나(45)를 배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사용자의 손에 의한 방해 때문에 안테나

성능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전화기 하우징의 상부에서 중간을 향하여 셀룰

러 폰을 유지하므로 하우징(21)의 하부(47)에 인접하여 배치된 안테나보다 위쪽에 손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우

징(21)의 하부(47)에 인접하여 안테나(45)를 배치함으로써 좀 더 신뢰성있는 성능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의 다른 이점은 하나 이상의 보조 입출력 (I/O) 장치(50)가 하우징의 상부(46)에 유지도록 더 많은 공간을 제공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 입출력 장치(들)(50)로부터 안테나(45)를 분리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간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보조 I/O 장치(50)의 임의의 예는 당업자에 의해 인식된 바와 같이 WLAN 통신 능력을 제공하는 WLAN(예를 들어, 블루

투스, IEEE 802.11) 및/또는 위치 확인 능력을 제공하는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예를 들어, GPS, 갈릴레오 등)을 포함한다.

보조 I/O 장치(50)의 다른 예는 제2 오디오 출력 트랜스듀서(예를 들어, 스피커 폰 동작을 위한 스피커), 디지털 카메라 능

력을 제공하는 카메라 렌즈, 및 전기 장치 커넥터(예를 들어, USB, 헤드폰, secure digital(SD) 또는 메모리 카드 등)를 포

함한다.

보조 I/O 장치(들)(50)와 같이 여기에서 사용된 "입출력"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장치가 입력 및/또는 출력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실시예에서 입력 및 출력 능력 모두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즉, 예를 들어, 카메라 렌즈 등의 장치는 광 입력만

을 수신할 수 있고, 헤드폰 잭은 오디오 출력만을 제공할 수 있다.

장치(20)는 하우징(21)에 의해 유지되고 회로(48)에 접속된 디스플레이(22), 예를 들어, 액정 디스플레이(LCD)를 더 포함

한다.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백 버튼(36) 및 스크롤 휠(37)은 사용자가 메뉴, 텍스트 등을 조종하도록 하는 회로

(48)에 접속될 수 있다. 스크롤 휠(37)은 또한 임의의 경우 "썸 휠(thumb wheel)" 또는 "트랙 휠"로서 지칭될 수 있다. 키패

드(23)는 예시적으로 각각 복수의 심볼을 나타내는 복수의 멀티-심볼 키(24)를 포함한다. 키패드(23)는 또한 예시적으로

교호 기능키(25), 넥스트 키(26), 스페이스 키(27), 시프트 키(28), 리턴(또는 엔터) 키(29) 및 백스페이스/삭제 키(30)를

포함한다.

넥스트 키(26)는 또한 교호 기능키(25)의 먼저 누름 또는 활성화시 "*" 심볼을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키(27), 시프트 키(28) 및 백스페이스 키(30)는 교호 기능 키(25)의 먼저 활성화시 각각 "0" 및 "#"을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키패드(23)는 예시적으로 셀룰러 전화 콜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전송 키(31), 엔드 키(32)

및 컨비니언스(즉, 메뉴) 키(39)를 포함한다.

또한, 각 키(24) 상의 심볼은 상부 및 하부 행으로 배열된다. 하부 행의 심볼은 사용자가 교호 기능 키(25)를 먼저 누르지

않고 키(24)를 누를 때 입력되고, 상부 행의 심볼은 교호 기능 키를 먼저 누름으로써 입력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심볼 키(24)는 전송 및 엔드 키(31 및 32) 아래의 키패드(23) 상의 처음 3개의 행으로 배열된다. 또한, 키(24)의 각각

의 문자 심볼은 QWERTY 레이아웃를 정의하도록 배열된다. 즉, 키패드(23) 상의 문자는 3행 포맷으로 표현되고 각 행의

문자는 표준 QWERTY 키패드에서와 동일한 순서 및 상대 위치로 배치된다.

(기능 키(25-29)의 제4행을 포함하는) 키의 각 행은 5개의 열로 배열된다. 제1, 제2 및 제3 행의 제2, 제3 및 제4열의 멀

티-심볼 키(24)는 교호 기능 키(25)를 먼저 활성화함으로써 액세스될 수 있는 숫자 표시(즉, 1 내지 9)를 갖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교호 기능 키(25)를 먼저 활성화시 각각 "*", "0" 및 "#"를 각각 입력하는 넥스트, 스페이스 및 시프트 키(26, 27

및 28)와 결합하여,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이 키 세트는 전통적인 터치톤 전화에 근거하여 표준 전화 키패드 레이

아웃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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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동 무선 통신 장치(20)는 전통적인 셀룰러 폰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인터넷 및 이메일 데이터 등의

셀룰러 또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 및/또는 수신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물론, 다른 키패드 구성이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멀티-탭 또는 예측 엔트리 모드는 이메일 등을 타이핑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안테나(45)는 바람직하게 다수의 동작 주파수를 통해 향상된 송신 및 수신 특성을 제공하는 멀티주파수 대역으로서 형성

된다. 특히, 안테나(45)는 높은 이득, 원하는 임피던스 매칭을 제공하고 비교적 넓은 대역폭 및 다수의 셀룰러 주파수 대역

에 걸친 적용가능 SAR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다. 예로서, 안테나(45)는 다른 대역/주파수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

지만, 바람직하게 5 대역, 즉, 850 MHz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대역, 900 MHz 대역, DCS

대역, PCS 대역 및 WCDMA 대역(즉, 약 1200 MHz까지)에 걸쳐 동작한다. 공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안테나(45)는 2차원

또는 평면적인 실시예에서 구현될 수 있지만, 3차원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도 1 및 2에 도시된 이동 무선 통신 장치는 이메일 및 메시지 계정을 통합하고 이메일, PIN 메시지 및 SMS 메시지 등을 구

성하는 상이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장치는 메시지 아이콘을 선택함으로써 검색될 수 있는 적절한 메뉴를 통해 메시지

를 관리할 수 있다. 어드레스 북 기능이 연락처에 추가되어 어드레스 북의 관리를 허용하고 어드레스 북 옵션을 설정하여

SIM 카드 폰 북을 관리한다. 폰 메뉴는 상이한 폰 특징을 사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폰 콜 로그를 관리하고, 폰

옵션을 설정하고, 폰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은 웹 페이지의 브라우징, 브라우저의 구성, 북마크의

추가 및 브라우저 옵션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레퍼런스를 갖는 핸드헬드 옵션 뿐만 아니

라 태스크, 메모 패드, 계산기, 알람 및 게임을 포함할 수 있다.

달력 아이콘은 모임 또는 약속 등의 이벤트를 설정 및 관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달력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달력 프로그램은 조직자가 예를 들어, 약속 또는 모임 등의 이벤트를 설정하도록 하는 임의의 유형의 메시지 또는

약속/모임 프로그램일 수 있다.

도 1 및 2의 예시적인 이동 무선 통신 장치(20)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구성요소들의 비제한 예는 또한 도 3을

참조하여 이하의 예에서 설명될 것이다. 장치(3)는 예시적으로 하우징(120), 키패드(140) 및 출력 장치(160)를 포함한다.

도시된 출력 장치(160)는 바람직하게 풀(full) 그래픽 LCD인 디스플레이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유형의 출력 장치가 사용

될 수 있다. 프로세싱 장치(180)가 하우징(120) 내에 포함되어 키패드(140) 및 디스플레이(160) 사이에 결합된다. 프로세

싱 장치(180)는 사용자에 의한 키패드(140) 상의 키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이동 장치(20)의 전체적인 동작 뿐만 아니라 디

스플레이(160)의 동작을 제어한다.

하우징(120)은 수직으로 길거나 다른 크기 및 형상(조개껍질 형상의 하우징 구조를 포함)일 수 있다. 키패드는 모드 선택

키, 텍스트 입력 및 전화 입력 간의 전환을 위한 다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싱 장치(180)에 더하여, 이동 장치(20)의 다른 구성요소가 개략적으로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이들 구성요소는 메모

리 장치(116 및 118) 및 다양한 다른 장치 서브시스템(121) 뿐만 아니라 다른 입출력 장치(106, 108, 110, 112)와 함께

통신 서브시스템(101), 단거리 통신 서브시스템(102), 키패드(140) 및 디스플레이(160)를 포함한다. 이동 장치(20)는 바

람직하게 보이스 및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갖는 2-웨이 RF 통신 장치이다. 또한, 이동 장치(20)는 바람직하게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하는 능력을 갖는다.

프로세싱 장치(180)에 의해 실행되는 동작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바람직하게 플래쉬 메모리(116)와 같은 영구적인 저장 장

치에 저장되지만, 리드 온리 메모리(ROM) 또는 유사한 저장 소자 등의 다른 유형의 메모리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특정 장치 애플리케이션 또는 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118) 등의 휘발성

저장 장치에 로드될 수 있다. 이동 장치에 의해 수신되는 통신 신호는 또한 RAM(118)에 저장될 수 있다.

동작 시스템 기능에 더하여, 프로세싱 장치(180)는 장치(20) 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130A-130N)을 실행시킨다.

데이터 및 보이스 통신(130A 및 130B) 등의 기본 장치 동작을 제어하는 소정 세트의 애플리케이션이 제조시 장치(20)에

설치될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 관리자(PIM) 애플리케이션은 제조시 설치될 수 있다. PIM은 바람직하게 이메일, 달력 이

벤트, 보이스 메일, 약속 및 태스크 항목 등의 데이터 항목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다. PIM 애플리케이션은 또한 바람직하

게 무선망(141)을 통해 데이터 항목을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PIM 데이터 항목은 무선망(141)을 통해 일정

하게 통합, 동기 및 갱신되고, 장치 사용자의 해당 데이터 항목은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 또는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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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보이스 통신을 포함하는 통신 기능은 통신 서브시스템(101) 및 가능하면 단거리 통신 시스템을 통해 수행된다.

통신 서브시스템(101)은 수신기(150), 송신기(152) 및 하나 이상의 안테나(154 및 156)를 포함한다. 또한, 통신 서브시스

템(101)은 또한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158) 및 로컬 발진기(LO)(161) 등의 프로세싱 모듈을 포함한다. 통신 서브시스

템(1010)의 특정 설계 및 구현은 이동 장치(20)가 동작되는 통신망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이동 장치(20)는 MobitexTM,

DataTACTM 또는 일반 패킷 라디오 서비스(GPRS) 이동 데이터 통신망을 동작하도록 설계되고 AMPS, TDMA, CDMA,

PCS, GSM 등의 다양한 보이스 통신망 중의 어느 것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된 통신 서브시스템(101)을 포함할 수 있다. 개

별 및 통합된 다른 유형의 데이터 및 보이스 망은 또한 이동 장치(20)로 실행될 수 있다.

네트워크 액세스 요구사항은 통신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MobitexTM, DataTACTM 망에서, 이동 장치

는 각 장치와 연관된 고유의 개인 식별 번호 또는 PIN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등록된다. 그러나, GPRS 망에서, 네트워

크 액세스는 장치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연관된다. 그러므로, GPRS 장치는 GPRS 망을 동작시키기 위하여 SIM 카드라

지칭되는 가입자 식별 모듈을 필요로 한다.

요구된 네트워크 등록 또는 활성화 절차가 완료되면, 이동 장치(20)는 통신망(141)을 통해 통신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한다.

안테나(154)에 의해 통신망(141)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는, 신호 증폭, 주파수 다운 컨버전, 필터링, 채널 선택 등을 제공하

고 또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제공할 수 있는 수신기(150)에 라우팅된다. 수신된 신호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은 DSP

(158)가 더 복합한 통신 기능, 예를 들어, 복조 및 디코딩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141)로 전송

될 신호는 DSP(158)에 의해 프로세싱(예를 들어, 변조 및 인코딩)되어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주파수 업 변환, 필터링, 증

폭 및 안테나(156)를 통한 통신망(141)(또는 망들)으로의 전송을 위한 송신기(152)에 제공된다.

통신 신호를 프로세싱하는 것에 더하여, DSP(158)는 수신기(150) 및 송신기(152)의 제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수신기

(150) 및 송신기(152)에서의 통신 신호에 적용되는 이득은 DSP(158)에서 구현되는 자동 이득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적응

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데이터 통신 모드에서, 텍스트 메시지 또는 웹 페이지 다운로드 등의 수신 신호가 통신 서브시스템(101)에 의해 프로세싱

되어 프로세싱 장치(180)에 입력된다. 그 후, 수신된 신호는 디스플레이(160) 또는 임의의 다른 보조 입출력 장치(106)로

출력하기 위한 프로세싱 장치(180)에 의해 더 처리된다. 장치 사용자는 또한 키패드(140) 및/또는 터치패드, 로커 스위치

(rocker switch), 썸-휠 또는 다른 유형의 입력 장치 등의 임의의 다른 보조 I/O 장치(106)를 사용하여 이메일 메시지 등

의 데이터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그 후, 구성된 데이터 항목은 통신 서브시스템(101)을 거쳐 통신망(141)을 통해 송신된

다.

보이스 통신 모드에서, 장치의 모든 동작은, 수신된 신호가 스피커(110)로 출력되고 송신을 위한 신호가 마이크로폰(112)

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데이터 통신 모드와 거의 유사하다. 보이스 메시지 레코딩 서브시스템과 같은 다른 보

이스 또는 오디오 I/O 서브시스템이 또한 장치(20)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160)는 또한 보이스 통신에

서 예를 들어 콜 상대자의 식별자, 보이스 콜의 기간 또는 다른 보이스 콜 관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임의의 단거리 통신 서브시스템은 이동 장치(20)와 반드시 유사한 장치일 필요는 없는 다른 근접 시스템 또는 장치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단거리 통신 서브시스템은 적외선 장치 및 관련 회로 및 구성요소 또는 블루투스TM 통신

모듈을 포함하여 유사한 시스템 및 장치와의 통신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비제한 실시예에 따르면, 도 4는 도 1-3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20) 내에 포함될 수 있는 회로 기판(67) 중의 일

부의 회로 레이아웃의 일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우징으로부터 전면 커버가 제거되고 표면 장착 마이크로폰(200) 및 그

회로 및 관련 잡음 분리 성분을 나타내며, 이들은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회로 기판(67)은, 예를 들어, 고주파

(RF) 회로를 각각 수용하는 회로 기판 상에서 구획을 형성하며 당업자에 의해 종종 불리우는 제1 및 제2 분리 실드 또는 "

캔"(210, 212)에 장착된 셀룰러 전화 통신 회로 등의 RF 회로를 포함한다. 각각의 캔(210, 212)은 고주파 분리 구획을 형

성하고 측면 및 상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캔(210)은, 칩(A, B, C)을 갖는 비제한 예로서, 트랜시버 칩 세트(220), 예를

들어, 송신기 칩, 수신기 칩 및 로컬 발진기 칩을 포함한다. 다른 구성요소들은 다양한 저항기, 커패시터, 증폭기, 레귤레이

터 및 다른 장치에 공통인 다른 회로 성분을 포함하지만,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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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디스플레이(LCD) 커넥터(230), 키보드 커넥터(232) 및 관련 회로 성분(234)이 제1 및 제2 분리 캔(210, 212)의 외

부에 배치되지만 회로 기판(67) 상에 장착된다. 이들 구성요소(230, 232 및 234)는 도 4의 비제한 예에서 나타낸 구성 이

외의 상이한 구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2 분리 캔(212) 내의 구획은 전력 증폭기(236) 및 스위치 디플렉서(238)를 포함

한다. 다른 구성요소(240)는 구획 내에 장착되고 마이크로폰용 오디오 및 전력 회로, 전력 증폭기 및 다른 회로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저항기, 커패시터, 트랜지스터 및 인덕터를 형성한다.

마이크로폰 분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 분리 "캔"(250)으로서의 비제한 예에서 형성된 고주파 분리 실드(250)는 제2 "캔

"(212)의 코너에 위치하여 이 코너에서 다른 구획을 형성한다. 실드는 회로 기판에 고정되고 마이크로폰을 둘러싸고 효과

적으로 커버하는, 즉, 전체 마이크로폰을 차폐하는 별도의 금속 하우징으로서 형성된다. 상부 및 측면을 갖는 금속 하우징

으로서 형성된 "캔" 구성이 RF 차폐를 위해 사용되지만, 다른 구성이 사용될 수 있다. 분리 실드(250)에 의해 형성된 구획

은 회로 기판(67) 상의 표면 장착 마이크로폰 집적 회로 칩(200)으로서 바람직하게 형성된 마이크로폰(200)을 수용한다.

이 비제한 구성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운드 홀이 셀룰러 폰 또는 유사한 이동 무선 통신 장치의 커버에 배치되는 장치

(20)의 저면 중심에 인접하여 마이크로폰 칩을 배치한다. 본 발명은 마이크로폰(200)이 RF 회로에 비교적 근접하여 마이

크로폰이 원치 않는 잡음을 픽업할 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특히 RF 회로가 GSM 송신 패킷 버스트를

송신할 때 문제가 되지만, GSM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잡음은 종종 동작시 가청 소음을 유발한다. 또한,

잡음 문제는 또한 하우징 커버의 임의의 사운드 홀의 직경의 증가, 심지어 작은 직경의 홀에 의해 혼합될 수 있다. 이 문제

는 사운드 홀을 마이크로폰에 접속하는 음향관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심각해진다.

RF 회로로부터 발생되는 잡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분리 실드를 형성하는 금속 실드 또는 "캔"은 완전한 분리 실드 서라

운딩을 형성하고 마이크로폰(200) 및 그 관련 회로를 커버하는 측면 및 상부 금속벽을 포함하여 RF 회로로부터의 분리를

제공한다. 이 분리 실드는 RF 증폭기로부터 및 안테나로부터 방사된 임의의 에너지로부터 필요한 분리를 제공한다.

도 5는 통신 장치(20)가 조립되고 키보드 플라스틱 등의 하우징 커버가 하우징 및 회로 기판 상에 배치될 때 도 4의 마이크

로폰(200)의 확대 부분 단면도를 나타낸다. 마이크로폰(200)은, 키보드 플라스틱의 부분을 형성하고 마이크로폰 분리 실

드(250)의 상부에 홀(255)을 두고 연장하는 하우징 커버(256) 내의 사운드 홀(254)을 마이크로폰(200)에 접속하는 고무

또는 다른 폴리머 음향관(252)을 포함하는 관련 어셈블리를 가진다. 음향관(252)에 다른 적절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하우징 커버(256)는 플라스틱 또는 유사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으며, 비제한 예로서 도 2에 도시되고 당업

자에게 인식된 바와 같이, 전화 키패드 또는, 개인 휴대 단말기(PDA) 또는 이메일/인터넷 능력을 갖는 셀룰러 폰의 경우,

문자숫자식 키패드의 대응하는 키에 대한 액세스 홀(도시하지 않음)을 포함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키보드 플라스틱은 바람직하게 회로 기판(67) 상에 위치하는 별도의 키보드로서 형성된다. 이 별도의 키보

드는 키보드, 즉, 키보드 커넥터(232)를 포함하는 키패드 커넥터를 포함한다. 키보드 상에는 키패드 어레이 회로, 메인 회

로 기판(67) 상의 키보드 커넥터를 포함하는 키패드 또는 키보드 커넥터, 및 키패드 커넥터 및 키패드 어레이를 접속하는

키-인 및 키-아웃 라인이 장착된다. 이 라인은 신호 트레이스로서 형성될 수 있다. 키보드 상의 구성요소들의 예는 도 12

에 도시되어 있다. 이 키보드는 하우징 커버(256)의 일부이거나 하우징 커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설명을

통해, 하우징 커버라는 용어는 회로 기판(67)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커버하는 별도의 플라스틱 또는 유사하게 구성된 키보드

또는 다른 지지대로서 키보드를 둘러싸기에 충분하도록 넓고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제한 예로서 키패드 커넥터, 키-

인/키-아웃 라인 및 키패드 어레이 회로를 포함한다.

또한, 분리 링(260)이 마이크로폰 분리 실드(250) 및 하우징 커버(256) 사이에 배치된다. 이 링(260)은 음향관(252)을 둘

러싼다. 통신 장치(20)가 조립되고 전면 하우징 커버(256)가 설치될 때,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링(260)에 대한 하

향의 힘은 링이 마이크로폰 분리 실드(250) 및 하우징 커버(256)에 접촉하도록 하여 RF 및 음향 실링을 제공한다. 링

(260)은 바람직하게 금속 재료로 형성된다. 분리 실드(250) 및 그 관련 링(260)은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원하는 음

향 주파수 응답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만들어질 수 있다.

이하, 도 5에 도시된 구성에 대한 비제한 예로서 대표적인 거리를 설명한다. 치수의 비제한 예는 설계, 구성, 및 사용되는

주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하우징 커버(256) 및 마이크로폰 분리 실드(250)의 상부 표면 분리 간의 거리는, 치수 "A"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약 0.1 mm일 수 있고, 하우징 커버(256) 내의 사운드 홀(254)은 치수 "B"에 의해 표현된 바와 같이 약 2.0 mm 이하

일 수 있다. 비제한 예로서, 음향관(252)은 치수 "C"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약 5.0 mm의 직경을 가질 수 있고 분리 링

(260)의 직경이 치수 "D"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약 10.0 mm일 수 있다.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페라이트 초크

필터 등의 추가의 필터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폰 분리 실드(250) 내에 사용되어 도전성 간섭을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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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이크로폰 분리 실드(250)는 셀룰러 폰 이외의 다른 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용 무선 근거리 통신망

(WLAN) 통신 장치는 WLAN 장치를 통해 보이스/사운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고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배치

된 마이크로폰을 포함할 수 있다. 유사한 잡음 감소 성분이 비제한 예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음향관(252) 내에 형성된 음향 채널은 통신 장치(20)가 인증을 위한 특정 음향 마크를 전달하도록 하고 네트워크 인증을

위하여 캐비티 및 그 마이크로폰 분리 실드(250)로부터의 소정의 주파수 응답을 허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통신 장치(20)의 소정의 예의 LCD는 RF 간섭 에너지를 방사하고 수신기 감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간

섭 에너지는 또한 통신 장치(20)의 CPU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이 에너지는 LCD에 의해 발생된 간섭 에너지와 함께 LCD

라인에 공급될 수 있다. 도 6은 도 1-3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LCD 커넥터(300)를 갖는 LCD 회로(290)

의 일부 및 그 관련된 필터 성분을 나타내는 개략 회로도이다. 도 7은 도 1-3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를 참조하여 설명된 유

사한 특징을 사용하여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통신 장치와 동작하는 LCD 디스플레이 회로(350), LCD 커넥터(400)

및 필터 성분을 나타낸다. 도 6 및 7의 점선 부분은 회로 기판 상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된 필터 성분 및 LCD 접속 라인을

포함하는 LCD 회로 성분의 일반적인 레이아웃이다.

도 3에 도시된 LCD(160)는 도 6에 도시된 LCD 커넥터(300)를 통해 디스플레이(160)에 접속된 마이크로프로세서(또는

CPU)(180)를 갖는다. 이 접속은 때때로 LCD가 비교적 높은 품질의 시각적 출력을 발생시키지만 고주파(RF) 에너지를 발

생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동 핸드헬드 셀룰러 폰, PDA 또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장치 등의 이동 무

선 통신 장치(20)에 사용될 때, 예를 들어, LCD로부터의 RF 에너지는 장치의 RF 성분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이유

는 LCD로부터의 RF 에너지와 장치의 RF 성분이 서로 비교적 근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부 안테나, 예를 들어, 인쇄 회

로 기판(PCB) 상의 하우징 내에 위치한 안테나 또는 다른 유사한 안테나를 사용하는 장치에서 특히 발생된다.

이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CPU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내부 사용의 속도의 3배 또는 4배로 증

가할 수 있는 30 MHz 클록 신호에 기초하여 높은 클록 속도에서 동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프로세서(180)는, 당

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또 다른 RF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LCD로의 접속 라인에 고조파를 입력시킬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파 간섭(EMI) 필터(310)는 바람직하게 마이크로프로세서(180) 및 LCD 커넥터(300) 사이

에 연장하는 접속 라인(312)에 접속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180)로부터의 고조파에 의해 유발된 간섭을 감소시킨다. 도 6

의 점선(314)은 LCD 커넥터(300)와 관련된 EMI 필터(310) 및 LCD 커넥터(300)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

는 회로 기판(67) 상의 기능 영역을 나타낸다.

예로서, EMI 필터는 도시된 바와 같이 LCD 접속 라인(312) 및 접지(320) 사이에 접속된 각각의 바이패스 커패시터(320)

를 포함할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커패시터(320)는 약 68 pF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커패시터(320) 및 LCD 접속 라인

(312)은, RF 에너지가 LCD에 의해 방사되어 RF 성분과 간섭하기 전에 RF 에너지를 감소키기 위하여 LCD 회로에 접속된

EMI 필터이다. 예를 들어, EMI 필터는 AVX 코오포레이션에 의해 제조된 KNA 시리즈 EMI 필터 등의 EMI 필터(324)일

수 있다. 이러한 필터의 예는 KNA 32200 및 도 6 및 7에 도시된 실시예에 기재된 KNA 32XXX 시리즈 필터와 같은 상품

명으로 판매되는 것을 포함한다. 물론, 다른 적절한 EMI 필터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LCD 커넥터(300)는 일반적으로 장착 기판-접지 기판을 포함하며, 기재된 예에서, 이러한 2개의 장착 기판-접지 핀은

MP1 및 MP2로 표시된다. 필터(324)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180)로부터 LCD(160)로 입력되는 임의의 감쇄 잡

음에 대하여 우수한 주파수 응답을 제공하는 LC 필터이다. 이들 필터(324)는 특히 상이한 주파수 대역, 예를 들어, GSM

900 MHz 및 PCS 1900 MHz에 대하여 적합하다. 이들 필터는 이들 대역에 대하여 30 내지 40 데시벨(dB) 감쇄를 제공한

다. 각각의 필터(324)는 예를 들어 도시된 바와 같이 인덕터(324a)의 어레이와 같은 필터 어레이로서 형성될 수 있다.

기재된 LCD 회로는 또한 LBAT 단말(330) 및 VBAT 단말(332)을 포함하고, 이들 단말 각각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터링을 위한 커패시터(326) 및 인덕터(328)의 파이 형상의 구성을 이용한 적절한 필터(325)를 갖는다.

도 7은, WLAN 장치 등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20)에 사용될 수 있고 도 6에 도시된 회로 공간에 비교하여 다소 상이한 회

로 공간 구성을 갖는 LCD 디스플레이 회로(350)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의 유사한 기능의 구성요소는 400 계열로 시작하

는 참조 번호가 부여된다. 이 회로(350)는, 접지(422), LCD 커넥터(400) 및 LCD 접속 라인(412)에 접속되어 도 6에 도시

된 것과 유사하게 필터 어레이로서 형성된 필터(424)에 접속된 12 pF 커패시터(420)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특정 예에서,

페라이트 비즈(460) 또는 유사한 인덕터 성분은 도시된 바와 같이 LCD 접속 라인(412) 및 필터 어레이(424) 사이에 접속

된다. 도 7의 회로 구성은 도 6에 도시된 회로와 다소 다르며, 그 이유는 WLAN 통신 장치가 약 2.4 GHz에서 동작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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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커패시터(420) 및 필터 어레이(424)와 결합된 페라이트 비즈(460)는 성능을 향상시킨다. 전압 레귤레이터 회로

(470)는 도시된 바와 같이 필터 어레이(424), 라인(412) 및 커패시터(420)에 접속되어 동작하고 적절한 접지, 인에이블,

Vin 및 Vout 단말을 포함한다.

필터(324, 424)의 KNA 시리즈는 회로 임피던스에 의해 발생되는 링잉을 방지하는 분배된 일정한 타입의 LC 필터이다. 이

들 유형의 필터는 디지털 회로 및 시각적 라인 회로에 적합하다. 이들 필터는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우수한 잡음 감쇄를 가

지며 소형 전자 장치에 적합한 약 H=1.0 mm 두께의 낮은 프로파일을 갖는다. 이들 필터는 약 200 MHz 및 25 DC 전압을

갖는 100 밀리암페어 정격 전류에서 컷오프 주파수를 갖는다.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핸드헬드 셀룰러 통신 장치 등의 무선 이동 통신 장치(20)는 마이크로프로세서(또는 CPU)(180),

마이크로폰(112), 스피커(110) 및 예를 들어 RS-232 또는 USB(universal serial bus) 등의 직렬 통신 포트(108)를 포함

한다. 마이크로폰(112) 및 스피커(110)는,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 콜 동안 입력 및 출력되

는 오디오(즉, 비디오)에 사용된다. 장치는 또한 예를 들어 헤드셋 커넥터 등의 보조 입출력(I/O) 커넥터(106)를 포함할 수

있다.

직렬 포트(108)는 예를 들어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180)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소정

의 실시예에서, 장치(20)는 이메일/인터넷 성능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 단말기(PDA) 특징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업

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임의의 달력, 연락처, 이메일 및 유사한 기능이 마이크로프로세서(180)에 의해 장치(20) 및 호스

트 컴퓨터 사이에서 동기될 수 있다. 또한, 직렬 포트(108)는, 예를 들어, 직렬 포트를 AC/DC 컨버터에 접속함으로써, 장

치(20)의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직렬 포트(108)는 사용자가 장치(20)를 충전하는데 비교적 쉽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이 어프로치의 결점은 AC 파

워 소스로부터 직렬 버스로 도입될 수 있는 간섭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치(20)의 다양한 오디오 성분(예를 들어, 마이

크로폰(112), 스피커(110), 헤드셋 커넥터 등)은 AM/FM 또는 단파 라디오 및 유사한 송신 등의 외부 RF 소스로부터 간섭

을 받기 쉽다. 이것은 특히 예를 들어 80 MHz 내지 2 GHz 주파수 범위에서 심하다.

오디오 성분과 간섭하는 RF 송신 및/또는 충전하는 동안의 직렬 버스를 통한 간섭에 대한 통신 장치(20)의 민감성은 장치

의 전체 간섭 면역력을 감소시킨다. 간섭 가이드라인에 순응할 (즉, 과도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RF 소

스로부터의 간섭에 소정 레벨의 면역력을 갖도록 무선 통신 장치에 임의의 레귤레이팅 바디가 필요하다. 예로서, 유럽의

많은 RF 통신 장치에는 RnTte 면역력 테스트가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테스트는 간섭받는다.

도 8a 및 8b는 도 1-3에 도시된 이동 무선 통신 장치(20)에 사용될 수 있는 직렬 버스 접속부를 포함하는 기본 오디오 회

로(500)를 나타낸다. 이 회로(500)는 면역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장치 주변에 배치된 소정 유형의 필터의 값을 갖는다.

기본 오디오 성분은 점선의 사각형 박스에 도시되며 헤드셋 잭에 외부 스피커 마이크로폰이 접속될 때 트리거되는 헤드셋

검출 회로(504)를 포함하는 2개의 마이크로폰 오디오 스위치(502)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폰 오디오 스위치는 마이크로폰

을 검출하고 라인을 스위칭한다. 수신기 스피커(506)에는, 이어폰이 접속되는 것을 검출하고 라인을 스위칭하는 검출 회

로(512), 및 수신기 스피커(506) 및 오디오 스위치(510)와 동작하는 인덕터 성분(514)에 접속되는 2개의 스피커 오디오

스위치(510)가 접속되어 있다. 물리적 잭은 520으로 표시되며, 직렬 접속된 인덕터(522)를 포함하는 헤드셋 검출 라인 및

단말(521)에 접속된 잭 입력을 수신한다. 기재된 구성요소들은 함께 접속되며,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다른 구성요소들, 예

를 들어 다양한 인덕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저항기, 및 관련 회로 성분과 동작한다.

전자파 간섭(EMI)에 대한 장치(20)의 면역력을 증가(즉, 민감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복수의 EMI 필터가 통신 장치(20)

의 오디오 및/또는 직렬 버스 회로(500)에 부가된다. 도 8a 및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초크 필터(즉, 인덕터)는

이 목적으로 각각의 개별 인덕터를 포함할 수 있다. 초크 필터(540)는 물리적 잭(520) 및 마이크로프로세서(180) 사이의

접속 라인(542)에 접속되어 동작한다. 이 접속 라인(542)은 커패시터 회로(544)를 포함한다. 또 다른 초크 필터(550)는 마

이크로폰 오디오 스위치(502)에 접속되어 동작한다. 또 다른 초크 필터(560)는 접속 라인(562) 상에서 물리적 잭(520) 및

마이크로프로세서(180)에 접속되어 동작한다. 인덕터 또는 초크 필터는 각각의 선택된 위치에 배치되지만, 본 발명에 다

른 필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초크 필터(540)는 또한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크 필터(540) 상의 바이어스를 변경하는 저항기(541a, 541b)를 포함

하는 저항 분배 회로(541)에 상호접속될 수 있다. 도 8b에 도시된 저항 분배기(541)를 사용한 특정 회로는 좀 더 상이한

AC 및 DC 라인에 민감하다. 저항 분배 회로(541)는 상이한 바이어스를 허용하며 일부의 잡음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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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 및 8b에 포함된 다른 기본 구성요소들은 수신기 스피커에 근접한 테스트 포인트(570)를 포함한다. 일부의 제안된

구성요소 및 회로 설계가 제거되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잭(520) 부근의 572의 점선 X에 의해 표시된 저항 회로 및 574의

점선 X에 의해 표시된 트랜지스터 회로는 초기에 회로 설계에 포함되며 물리적 잭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접지 접속에 접

속되어 동작한다. 이들 회로(572, 574)는 점선의 박스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제거된다.

도 9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20)를 위한 또 다른 회로 공간 및 직렬 버스 접속부를 포함하는 오디오 회로(580)의 개략 회로

도로서, 상이한 구성의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 임의의 유사한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참조번호가 부여된다. 이 회로

(580)는, 또한 필터 또는 버퍼로서 동작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180)에 접속되어 동작하는 연산 증폭 회로(581)를 포함한

다. 도 9는 또한, 이 부분 개략 회로도에서는 분리되어 표시되어 있어도, 마이크로폰 오디오 스위치(502)와 동작하는 마이

크로폰 회로(582)를 나타낸다. 초크 필터(583)는 마이크로폰 회로(582)에 접속되어 동작한다. 초크 필터(584)는 물리적

잭(520) 및 연산 증폭 회로(581)에 접속되어 동작한다. 또 다른 초크 필터(585)는 마이크로폰 오디오 스위치(502)에 접속

되어 동작한다. 다른 회로 성분은 비제한 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접속될 수 있다.

점선에 의해 표시되고 590에서 X로 표시된 미리 설계된 인덕터 RL 필터는 상술한 바와 같이 초크 필터로서 동작하지 않고

회로 설계로부터 제거된다. 초크 필터는 라디오의 면역력 성능에 대한 강한 영향을 주는 약 40 MHz의 주파수 대역에서 유

리하다. 임계 스폿은 초크 필터의 이 예에서 설계된 ESP 필터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선택된다. 커패시터 회로(586)는 접속

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산 증폭기(581) 및 입력 잭(520) 사이에 접속된다. 트랜지스터 회로(586a)는 이 설계에 포함되고 필

터(584) 및 입력 잭(520)을 위한 접속 라인 및 연산 증폭 회로(581) 사이에 접속되어 동작한다. 회로(580)는 이 비제한 예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속된 다른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예로서,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다른 적절한 필터 성분 및/또는 물질이 사용될 수 있지만, 도 8a, 8b 및 9를 참조하

여 설명하는 초크 필터는 페라이트 필터일 수 있다. 원치 않는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EMI 필터를 배치하는 것에 더하여, 간

섭 민감성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디오 및/또는 직렬 버스 회로에 접속된 다른 구성요소들이 세밀히 조사될 수

있다.

추가된 초크 필터의 사용은 바람직하게 직렬(즉, USB) 충전 케이블 및 다른 소스를 통해 오디오 성분에 도입된 도전성 간

섭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또한 예를 들어 접속된 헤드셋의 마이크로폰 또는 마이크로폰(112)(도 3)을 통해 오디오

성분에 도입된 방사 간섭 RF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상술한 바와 같이, 키패드(키보드) 및 다른 구성요소들에 접속된 관련 회로는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키패

드(키보드)가 매우 근접할 때 심하다. 도 10a 및 10b는, 도 1-3에 도시된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될 수 있고 EMI 필터

링 성분이 접속된 각각의 키보드 커넥터(600)를 나타낸다. 이 키보드 커넥터(600)는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아웃

및 키-인 라인 및 필터링 성분(602)으로서 직렬 소자에 접속된 적절한 LED 핀 및 라인을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키

보드 커넥터(600)는 암 커넥터(female connector)이며 별도의 키보드 상에 배치되어 접속된 별도의 키패드 커넥터로부터

연장하는 수 플러그(male plug)를 수용한다.

도 10b는, 도 10a에 도시된 키보드 커넥터(600)에 접속되어 도 1-3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되고 신호를 수신할 때

필터링을 위하여 동작하는 EMI 필터링 성분(602)의 일 예의 개략 회로도이다.

도 11a는 근거리 통신망(WLAN) 통신 장치 등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20)에 사용될 수 있는 키패드용 키 어레이 회로

(650)의 개략 회로도이다. 이 키 어레이 회로(650)는 별도의 키보드 상에 있을 수 있다. 도 11b는, 키-인 또는 키-아웃 라

인에 접속되고 이동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통신 장치에 사용되며 신호를 수신할 때 동작하는 필터링 성분(652)의 일

예의 개략 회로도이다. 키 어레이 회로(650)는 도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키-인 및 키-아웃 및 다른 라인 및 단말을 포함한

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또는 CPU)(180)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된 키패드(키보드)(140) 및 셀룰

러 통신 서브시스템(101)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셀룰러 통신 서브시스템(101)은 셀룰러 수신기(150) 및 셀룰러

송신기(152), 및 그 각각의 관련 안테나(154 및 156)를 포함한다. 물론, 소정의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안테나가 사용될 수

있다.

키패드(140)는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셀룰러 전화 콜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숫자 키패드일 수 있다. 또한, 장치

(20)가 개인 휴대 단말기(PDA) 및/또는 이메일/인터넷 기능을 제공하는 소정의 실시예에서, 키패드(140)는, 당업자가 인

식하는 바와 같이, 문자숫자키 및 다른 기능 키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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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180)는 예를 들어 PDA 동작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셀룰러 장치에서 수십 또는 수백 메가헤르쯔(또는 그

이상)의 클록 속도에서 동작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적 높은 클록 속도는 마이크로프로세서(180)를 키패드(140)에 접속하

는 라인에서 디지털 고조파를 도입시킬 수 있다. 이것은 RF 간섭 에너지를 유발하여 수신기(150)의 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

다. 즉, RF 수신기(150)의 감도는, 키보드 트레이스로부터 방사되고 안테나(154)에 의해 픽업된 키-아웃 및 키-인 라인

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180)에 의해 발생된 디지털 잡음에 의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도 10a 및 10b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 및 도 11a 및 11b에 도시된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파(EMI) 필터(602,

652)가 키-인 및 카-아웃 라인에 결합되어 안테나(154)에 의해 픽업된 RF 간섭을 감소시킨다. 예시적인 EMI 필터 어레이

(602)는 도 10b에 도시되어 있다. EMI 필터 어레이(602)는 예시적으로 키-아웃 라인(KEY_OUT_0 내지 KEY_OUT_5)에

각각 결합된 저항기(R1001 내지 R1006) 및 키-인 라인(KEY_IN_0 내지 KEY_IN_0)에 각각 결합된 저항기(R1007 내지

R1011)로서 형성된 직렬 소자를 포함한다. 저항기(R1001-R1011)의 값은 키-아웃 및 키-인 라인의 기생 커패시턴스 및/

또는 인덕턴스에 기초하여 선택되어 원하는 필터링 특성을 갖는 RC, RL 또는 RLC 필터를 제공한다. 이들 값은 키-아웃

및 키-인 라인에 걸쳐 과도한 신호 저하를 유발하지 않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예로서, 다른 값이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1 킬로오옴 저항이 도시된 예에서 사용된다. 저항기로서 형성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다른 CPU 회로 및

키보드 커넥터 사이에 접속된 이들 직렬 소자는 높은 Q 값이 포함될 때 유리하다. 저항기는 회로 기판(67) 상의 표면 장착

된 저항기일 수 있다. 저항기는 키-아웃 및 키-인 라인에 사용되는 인쇄된 도전성 트레이스와 직렬로 접속될 수 있다. 물

론, 다른 구성도 가능하다.

또한, 다른 유형의 EMI 필터링 성분이 상술한 것에 더하여 또는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예

를 들어, 저항기, 인덕터, 션트 커패시터, EMI 페라이트 비즈 또는 그 결합이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한 EMI 필터 어레이를 갖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장치용 회로의 일부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도 11a 및 11b에

도시되어 있다. 필터 어레이(652)는 키-아웃 및 키-인 라인을 통해 키 어레이 회로(650)에 접속된다 (도 11a). EMI 필터

어레이(652)는 키-아웃 라인(KEY_OUT_0 내지 KEY_OUT_6)에 각각 접속된 저항(R1001-R1006 및 R1020) 및 키-인

라인(KEY_IN_0 내지 KEY_IN_4)에 각각 접속된 저항기(R1007-R1011)로서 형성된 직렬 소자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다

른 직렬 소자 또는 다른 필터링 구성이 사용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키패드(140)는 셀룰러 전화 콜을 수행하는데 사

용되는 숫자 키패드 어레이일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장치(20)는 바람직하게 개인 휴대 단말기(PDA) 및/또는

이메일/인터넷 기능을 제공한다. 이처럼, 키패드(140)는 문자숫자키 및 다른 기능 키를 포함하여 전화 콜을 수행하기 위한

숫자 엔트리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타이핑하도록 한다.

송신하는 동안, 송신기(152) 및 그 관련된 안테나(156)로부터의 고주파(RF) 에너지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키패드(140)

를 접속하는 키-인 및 키아웃 라인을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180)의 입출력(I/O) 라인과 간섭 또는 결합된다. 이 간섭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리셋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고전력 GSM 셀룰러 폰 및

약 2 와트 이상의 출력 전력으로 동작하는 적합한 통신 장치에서 더 문제가 된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시지

또는 다른 문서를 잃거나 전화 콜이 중단될 수 있다.

도 1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키패드 커넥터(700)는 별도의 키보드 상에 배치되고 개략 회로도에 도시된

키패드 어레이 회로(720)에 접속되어 동작한다. 이 키패드 커넥터는 회로 기판 상의 키보드 커넥터에 접속되는 키보드 커

넥터로서 동작한다. 다양한 발광 다이오드(LED)(730)가 키패드 커넥터에 접속된다. 테스트 포인트(732)는 키패드 어레이

회로에 접속되어 동작하도록 도시된다. 키패드 커넥터(700)는 커넥터가 삭제되거나 함께 접속될 수 있는 역 구성을 제외

하고 키보드 커넥터(600)와 설계가 유사하다. 도 1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복수의 직렬 접속 소자, 예를 들어, 저항기(R1-

R8)는 안테나(156) 또는 외부 간섭으로부터 이들 라인에 의해 픽업된 RF 에너지를 감쇄하기 위하여 별도의 키보드 상의

키-인 및 키-아웃 라인에 결합된다. 저항기(R1-R8)의 값은 키-아웃 및 키-인 라인의 기생 커패시턴스 및/또는 인덕턴스

에 기초하여 선택되어 원하는 필터링 특성을 갖는 RC, RL 또는 RLC 필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값은 마이크로프로세

서(180) 및/또는 키보드(140)의 정상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다지 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다른 저항값이 사용될 수 있지만, 도 12에 도시된 예에서, 저항기(R1-R8)는 모두 500 오옴 저항기이

다. 직렬 소자, 예를 들어, 저항기(R1-R8)는 바람직하게 키보드 상에서 키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예를 들어, 저항기(R1-

R8)는 키보드 인쇄 회로 기판(PCB) 또는 메인 기판(67) 등의 다른 기판 상의 표면 장착 저항기일 수 있으며, 저항기는 키-

아웃 및 키-인 라인에 사용되는 인쇄된 도전성 트레이스와 직렬로 접속될 수 있다. 물론,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구성도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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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유형의 EMI 필터링 성분이 상술한 것에 더하여 또는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저항기, 인덕터, 션트 커패시터, EMI 페라이트 비즈 또는 그 결합이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당

업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이동 핸드헬드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장치 등의 셀룰러 장치 이외의 장치에

상술한 EMI 필터링 성분이 사용될 수 있다. 광을 방출하는 발광 다이오드(LED)가 키보드에 접속되어 동작할 수 있다.

본 출원은 동일한 발명자 및 양수인에 의해 동일한 날짜에 제출되고 발명의 명칭이 "고주파 통신회로로부터의 마이크로폰

잡음을 감소시키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오디오 회로로의 간섭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 및 관련 방법",

"키보드로부터 라디오 수신기로의 간섭을 감소시킨 이동 무선 통신 장치" 및 "키보드로부터의 간섭 에너지를 감소시킨 이

동 무선 통신 장치"인 특허 출원과 관련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변형 및 다른 실시예가 상기의 설명 및 관련 도면에 나타낸 기재의 이점을 갖는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개시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기 변형 및 실시예가 첨부된 청구범위 내에 포함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 특징, 이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핸드헬드 장치로서 구성되는 이동 무선 통신 장치의 일 예 및 그 기본 내부 구성요소를 나

타내는 개략 블록도.

도 2는 도 1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의 평면도.

도 3은 도 1 및 2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 기능 회로 성분을 나타내는 개략 블록도.

도 4는 RF 회로, 전력 증폭기, 표면 장착 마이크로폰 및 관련된 잡음 분리 성분의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전면 커버가 제거

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무선 통신 장치의 평면도.

도 5는 도 4의 마이크로폰 및 관련 잡음 분리 성분의 상세한 확대 부분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 내지 3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LCD 디스플레이 커넥터 및 관련

필터 성분의 개략 회로도.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통신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LCD 디스플레이 커넥

터 및 관련 필터 성분의 개략 회로도.

도 8a는 도 1 내지 3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오디오 필터링 성분을 갖는 RF 회로의 일부로서 오디오 회

로의 제1 실시예의 개략 회로도.

도 8b는 도 1 내지 3의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오디오 필터링 성분을 갖는 RF 회로의 일부로서 오디오 회

로의 제2 실시예의 개략 회로도.

도 9는 도 8a 및 8b와 유사한 RF 회로의 일부이지만 오디오 필터링 성분의 상이한 회로 공간 및 상이한 위치 지정을 갖는

오디오 회로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 회로도.

도 10a는 도 1 내지 3에 도시된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될 수 있고 전자파 간섭(EMI) 필터링 성분이 접속된 키보드 커

넥터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b는 도 10a에 도시된 키보드 커넥터에 접속될 수 있고 통신 신호가 수신될 때 필터링에 작용하는 EMI 필터링 성분의

일 예의 개략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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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a는 이동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통신 장치에 사용될 수 있고 EMI 필터링 성분이 접속된 키 어레이의 일 예의

개략 회로도.

도 11b는 도 11a 에 도시된 키 어레이에 접속될 수 있고 신호가 수신될 때 필터링에 동작하는 EMI 필터링 성분의 개략 회

로도.

도 12는 도 1 내지 3에 도시된 이동 무선 통신 장치에 사용되고 키보드에 접속된 키 어레이 및 키패드 커넥터 사이에 접속

되고 신호가 송신될 때 필터링에 동작하는 키 어레이 및 EMI 필터링 성분을 나타내는 개략 회로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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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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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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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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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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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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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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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공개특허 10-2007-0038164

- 23 -



도면9

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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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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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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