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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협대역 간섭 신호 존재시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향상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장치, 시스템 및 방법은 협대역 간섭 신호의 존재시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향상시킨다. 수신된 신호의 오류

율이 계산되고, 수신기에서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 차단점이 오류율에 기초하여 조절된다. 송신 전력 레벨이 검출되고, 입

력 차단점은 상기 송신 전력 레벨에 기초하여 조절된다. 또한, 수신된 신호 강도가 검출되고, 저잡음 증폭기의 이득은 상기

수신된 신호 강도에 기초하여 조절된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의 혼변조 효과는 감소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협대역 간섭 신호, 혼변조, 입력 차단점, 송신 전력 레벨, 오류율, 저잡음 증폭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협대역

간섭 신호 존재시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듀플렉스 무선 시스템(duplex radio systems)과 같은

듀플렉스 무선 시스템들은 휴대전화 호출을 전송하고 수신하는데 확산 스펙트럼 풀 듀플렉스 전송방식(spread spectrum

full duplex transmission)을 사용한다. IS-95 표준에 따른 CDMA 무선 시스템에서, 전송하려는 정보는 통상 디지털화되

고, 인코드되며, 1.23MHz 대역폭 상에 확산된다. 통상의 IS-95 가입자 장치 송신기(subscriber unit transmitter)는, 시변

(time varing) 위상 및 진폭 성분 모두를 포함하는 오프셋 직교 위상 편이 변조방식(OQPSK; Offset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modulation)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송신기 출력은 진폭 변조(AM; amplitude modulation) 성분을 가지며

일정한 포락선 (envelope) 신호가 아니다. CDMA 기지국은 시변 위상 및 진폭 성분 모두를 갖는 직교 위상 편이(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방식을 사용한다. 수신부에서, 광대역 확산 신호는 역확산되고, 디코드되며, 아날로

그 형태로 다시 변환된다. 듀플렉서라고 불리는 주파수 선택 필터들은, 동시 전송 및 수신 동작을 허용하도록 전송 및 수신

신호들을 함께 결합하기 위하여 가입자 장치에서 사용된다.

도 1은 종래의 가입자 듀플렉스 시스템을 도시한다. 상기 시스템은 전송(TX; transmit) 경로 및 수신(RX; receive) 경로를

포함한다. TX 경로는 OQPSK 변조된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한 드라이버(110), 변조된 신호를 여과시키기 위한 TX 필터

(120), 및 전송을 위하여 여과된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전력 증폭기(PA; 130)를 포함한다. 신호는 듀플렉서(140)에 의해

여과되며 안테나(145)를 통해 기지국에 전송된다. 신호는 안테나(145)를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며 듀플렉서(140)에

의해 여과된다. 듀플렉서 아이솔레이션(Duplexor isolation)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 신호의 일부인 PTX-RX는 송신

기가 켜져 있을 경우 수신기 입력에 나타난다. 수신된 신호는 RX 저잡음 증폭기(LNA; 150)에 의해 증폭되며, RX 필터

(160)에 의해 여과되며, 믹서(170)에서 국부 발진기(LO; local oscillator) 주파수와 혼합된다. 수신된 신호는 그후, 예를

들어 IF 필터에 공급된다.

CDMA 시스템들이 현재의 진보된 이동 전화 시스템(AMPS; Advanced Mobile Phone System) 휴대전화 대역을 사용하

는 시스템에 배치됨에 따라, IS-95 가입자 장치에 의해 전송된 광대역 확산 스펙트럼 신호와 동 주파수 대역에 공존하는

상대적으로 협대역인 AMPS 신호 사이에 잠재적인 간섭원이 존재하게 된다. 만일 송신기가 켜져 있을 때 AMPS 신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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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협대역 신호가 수신기의 RF 통과대역 내에 존재한다면, LNA(150)에 있는 3차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전송 신호의

AM 성분은 협대혁 신호 상으로 전송된다. 혼변조(crossmodulation)라고 불리는 이런 효과는 진폭 변조 시스템에서 잘 알

려져 있다.

CDMA 전송 신호의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1.23MHz), 원하는 RX 채널에 대해서 협대역 간섭 신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이 광대역 TX 혼변조 신호가 원하는 수신 신호의 IF 통과대역 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상, TX 확산 대역폭에 RX 채널 대역폭의 반을 더한 것보다 RX 중심 주파수에 더 가까운 중심 주파수를 갖는 임의의

협대역 간섭 신호에 있어서도, TX 혼변조 프로덕트(product)는 IF 대역폭에 존재하게 된다. AMPS/CDMA 시스템에 있어

서, 이것은 RX 중심 주파수의 약 1.85MHz 내에 있는 중심 주파수를 갖는 임의의 협대역 간섭 신호가, RX IF 통과대역 내

에서 원하지 않는 TX 변조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혼변조 프로덕트의 실질적인 효과는 원하는 수신 신호를 마스

킹(masking)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기의 감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도 2a 및 2b에 도시되어 있다.

도 2a는 TX 변조된 신호를 도시한다. 도 2b는 협대역 간섭 신호 상에 전송된 TX 변조된 신호를 도시한다. 도 2b의 그늘

부분에 보이는 것처럼, TX 혼변조는 원하는 RX 대역폭 내에 놓여져서, 수신기의 잡음 플로어(noise floor)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감소시키고 원하는 수신 신호를 마스킹한다.

이 효과는 도 1에 도시된 믹서(170)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RX 필터(160)의 감쇠 및 믹서(170)의 3차 입력 차단점

(intercept point)은 TX 신호를 충분히 저지하도록 선택되어 믹서(170)로 하여금 어떠한 감지할 만한 추가적인 혼변조 프

로덕트에도 기여하지 않도록 한다.

협대역 간섭 신호에 대해 나타내는 TX 변조 레벨은 협대역 간섭 신호의 레벨 및 TX 변조(% 변조)의 변조 인덱스(index),

LNA 입력(도 1에 있는 PTX-RX)에 나타나는 TX 신호의 진폭의 제곱에 대해 선형으로 변하며, LNA(150)의 3차 입력 차단

점의 제곱에 반비례로 변한다. 그러므로, 혼변조 프로덕트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TX 신호의 진폭 및 협대역 간섭 신호, TX

신호의 변조 인덱스, 및 LNA(150)의 3차 입력 차단점이다.

원하지 않는 혼변조 프로덕트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들 중에서, 변조 인덱스는 시스템에 의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LNA 입력에 나타나는 TX 신호의 진폭은 듀플렉서(140) 내에서 보다 큰 TX-RX 감쇠를 지정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그

러나, 소형 가입자 장치에서는, 얻을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의 실제적인 한도는 혼변조 프로덕트의 발생을 제거하기에 충분

하지 않다. RX 대역에 나타나는 협대역 간섭 신호의 진폭을 감소시키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한데, 그렇게 하려는 어떠한 시

도도 원하는 RX 신호의 레벨을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관례적으로, LNA(150)의 3차 입력 차단점은 혼변조 프로덕트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변화된다. 가변 3차 입력 차단점을

가진 LNA의 예로는 RF 마이크로-디바이스사에 의해 생산된 RF 9986 집적 회로가 있다. 통상적으로, 송신기가 상대적으

로 높은 전력에서 동작하는 동안 LNA의 3차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되며, 송신기가 감소된 전력에서 동작하는 동

안은 최소 레벨로 전환된다. 더 낮은 3차 입력 차단점은 일반적으로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더 적은 전류를 요구하므로, 이

것은 송신기의 동적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키며 또한 전류도 절약하게 만든다. LNA의 3차 입력 차단점을 제어하는

것 이외에도, LNA의 이득은 강한 온-채널 신호 조건 하에서 수신기 동적 범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돕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감소된다.

종래의 접근법이 많은 경우에 있어 효과적이지만, 최소한 한가지의 경우, 예를 들어 가입자 장치가 기지국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동작하고 협대역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신기의 적절한 동적 범위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서,

가입자 장치 송신기는 감소된 전력에서 동작하며, 송신 전력 레벨에 따라 조정되는 LNA의 3차 입력 차단점은 최소 레벨로

설정된다. 만일 CDMA 기지국과 공존하는 AMPS 기지국, 더 큰 CDMA 셀 내의 AMPS 마이크로셀, 혹은 다른 소스로부터

기원하는 강한 AMPS 신호 혹은 다른 협대역 신호가 가입자 장치의 RX 채널 주위에 +/- 1.85 MHz 영역 내에서 나타난다

면, 강한 협대역 간섭 신호는 가입자 장치 TX 신호와 혼합되어 온-채널 혼변조 프로덕트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RX 신호

대 잡음 비율(signal-to-noise ratio)의 감소 및 통신의 손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LNA의 3차 입력 차단점의 제어를 송신 전력 레벨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시스템 동작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협대역 간섭 신호들을 다루기 위해 최적의 동적 범위를 획득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종래 기술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협대역 간섭 신호 존재시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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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므로 협대역 간섭 신호 존재시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

의 목적이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수신된 신호의 오류율(error rate)이 계산되며, 수신기에서의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 차단점은

오류율에 기초하여 조정된다. 송신 전력 레벨이 검출되며, 입력 차단점 또한 송신 전력 레벨에 기초하여 조정된다. 만일 송

신 전력 레벨이 낮고, 계산된 오류율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한다면,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된다. 만일 송신 전력

레벨이 낮고 계산된 오류율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입력 차단점이 최소 레벨로 설정된다. 만일 송신 전력 레

벨이 높다면,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이 된다. 수신된 신호 강도 또한 검출되며, 저잡음 증폭기의 이득은 수신된

신호 강도에 기초하여 조정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제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들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되며, 도면들에서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일

한 구성 요소를 언급하는데 사용된다.

도 1은 종래의 가입자 장치 듀플렉스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2는 종래의 듀플렉스 시스템의 문제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른 수신기 경로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도시한다.

도 5A-5D는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도시한다.

실시예

본 설명에서, 특정 회로, 회로 구성 요소, 기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제한의 목적이 아닌 설명의 목적으로 본

발명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당업자들에게는 본 발명이 이런 특정 사항들을 벗어나 다른 실시예에서

도 실행되어질 수 것이 명백할 것이다. 본 발명의 설명을 모호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잘 알려진 방법, 장치, 및 회로들에 대

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되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협대역 간섭 신호 존재시, 수신된 신호의 계산된 오류율에 따라 수신기에서 저잡음

증폭기의 3차 입력 차단점을 조정함으로써 수신기의 동적 범위는 최대화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른 수신기 경로를 도시한다. 설명의 명료함을 위하여, 도 3에는 송신 경로가 표시되

지 않는다. 도 3의 수신기 경로는 도 1의 송신 경로와 같은 어떠한 알맞은 송신 경로와도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 3에서, 수신 경로는 RX LNA(155), RX 필터(160), 믹서(170), IF 필터 (180), 및 증폭기/검출기(190)를 포함한다. RX

LNA(155)는 듀플렉서(140)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증폭한다. RX 필터(160)는 잡음을 제거하고 스퓨리어스 효과

(spurious effect)를 막기 위해 증폭된 신호를 여과하고, 믹서(170)는 여과된 신호를 국부 발진 주파수(local oscillator

frequency)와 혼합하고, IF 필터(180)는 중간 주파수에서 신호를 여과하며, 증폭기/검출기(190)는 여과된 신호를 증폭하

고 검출함으로써, DSP(200)에 의해 처리되는 디지털 기저대역 데이터를 생성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송수신기의 동작 상태에 따라 3차 입력 차단점 및 RX LNA(155)의 이득은 수신기의 동적 범위

를 최대화하도록 조정가능하다.

RX LNA(155)의 3차 입력 차단점은 예컨대 시스템의 송신 전력 레벨, 수신된 신호 강도 등의 여러 요소들에 기초하여 선

택될 수 있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송신 전력 레벨은 3차 차단점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송신 전력 레벨은 임의

의 종래 방식, 예를 들어 전송 신호의 직접 측정에 의해, 검출된 수신된 신호 강도에 의거한 간섭을 통하여, 혹은 DS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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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검색 테이블(look-up table)을 참조함으로써, 검출되어질 수 있다. 종래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의 비트 오류율 혹은 프레임 소거율(FER; frame erasure rate)과 같은 오류율이 또한 3차 입력 차단점의 선택

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DSP(200)는 증폭기/검출기(190)로부터 디지털 기저대역 데이터 출력을 처리하고,

종래의 방식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각 프레임 내에 있는 체크섬(checksum)으로부터 FER을 결정한다. DSP(200)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programmable microprocessor)와 같이 구현될 수도 있다.

IS-95 표준에 따른 송수신기는, 송신기 전력 레벨을 약 80 dB 범위에서 동적으로 변경한다. DSP(200)는 검출된 송신 전

력 레벨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별한다. 만일, 예를 들어 전송 전력 범위의 상위 한도의 10 dB내와 같이, 송신 전력 레벨이

높다면, 3차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된다. 만일, 예를 들어 최대 전력보다 10 dBm 이상 낮은 경우와 같이 송신 전

력 레벨이 낮다면, DSP(200)는 FER이 소정 임계치, 예를 들어 1/2 %를 초과하는지를 판별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

면, 만일 FER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고 송신 전력 레벨이 낮다면, LNA(155)의 3차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된

다. 만일 송신 전력 레벨이 낮지만 FER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3차 입력 차단점은 최소 레벨로 설정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수신기의 동적 범위는 협대역 간섭 신호 존재시 향상되며 수신기에서 전류는 절약된다.

RX LNA(155)의 이득은 수신된 신호 강도에 기초하여 선택되어질 수도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수신된 신호 강

도는 예를 들어 DSP(200)에 의한 종래의 방식으로 검출될 수도 있다.

DSP(200)는 검출된 신호 강도가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는지를 판별한다. 만일 수신된 신호 강도가 소정 임계치 이하인 경

우, 예컨대 수신기 감도보다 30 dB 미만 높은 경우, RX LNA(155)의 이득은 최대 레벨로 설정된다. 만일 수신된 신호 강도

가 소정 임계치 이상인 경우, 예컨대 수신기 감도보다 30 dB 이상 클 경우, 이득은 최소 레벨로 설정된다. DSP(200)는 적

절한 제어 신호들을 예를 들어 제어 라인(210, 220)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LNA(155)의 이득 및 3차 입력 차단점을 조정한

다. 비록 도 3에는 설명을 목적으로 2개의 제어 라인이 도시되었지만, 이런 목적으로 단일 제어 라인 혹은 3개 이상의 제어

라인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제어 신호들은 예를 들어 LNA(155)의 트랜지스터 스위치 및/혹은 논리회로를 통하여 이득 및

3차 입력 차단점의 조정을 트리거한다.

LNA(155)의 3차 입력 차단점 및 이득의 선택은 송수신기의 동작 상태에 따라 변한다. 송수신기의 동작 상태는 다음과 같

이 분류될 수 있다.

상태 1 상태 2

TX는 고전력에서 동작한다 TX는 감소된 전력에서 동작한다

RX 신호 강도는 임계치 미만이다 RX 신호 강도는 임계치 미만이다

FER이 사용되지 않는다 FER이 임계치 미만이다

LNA 이득이 최대 LNA 이득이 최대

LNA 입력 차단점 최대 LNA 입력 차단점 최소

상태 3 상태 4

TX는 감소된 전력에서 동작한다 TX는 감소된 전력에서 동작한다

RX 신호 강도는 임계치보다 높다 RX 신호 강도는 임계치보다 높다

FER이 임계치 미만이다 FER이 임계치 미만이다

LNA 이득이 최소 LNA 이득이 최소

LNA 입력 차단점 최소 LNA 입력 차단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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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1(State 1)은 가입자 장치가, 예를 들어 CDMA 기지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신 전력 레벨은 높기 때문에 LNA 3차 입력 차단점은 FER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서 최대 레벨로 설정된다. 또한 RX 신호

강도는 임계치 미만이므로, LNA 이득은 최대 레벨로 설정된다.

상태 2(State 2)는 가입자 장치가, ㅊ예를 들어 CDMA 기지국에 가까운 상황을 나타낸다. 이 상황에서, 전송 전력은 낮지

만 FER은 여전히 수용가능한 한도내에 있어, LNA 3차 입력 차단점은 최소 레벨로 설정된다. 또한, RX 신호 강도는 임계

치 미만이므로, LNA 이득은 최대 레벨로 설정된다.

FER은, 예를 들어 만일 가입자 장치가 AMPS 전화나 혹은 AMPS 마이크로셀에 가까이 이동하게 된다면, 상태 2 동안에

증가할 수 있다. 만일 FER이 상태 2 동안에 임계치를 초과하는 지점까지 증가하게 되면, LNA 3차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

벨로 조정된다.

상태 3(State 3)은 가입자 장치가, 예를 들어 CDMA 기지국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때의 상황을 나타낸다. 상태 2와 마찬가

지로, 송신 전력 레벨은 낮지만, FER은 여전히 수용가능한 한도내에 있기 때문에, LNA 3차 입력 차단점은 최소 레벨로 설

정이 된다. 하지만, RX 신호 강도는 임계치보다 크므로, LNA 이득은 최소 레벨로 설정된다.

상태 2와 마찬가지로, FER은 상태 3 동안에 임계치를 초과하는 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LNA 3차 입력 차단점

은 최대 레벨로 조정된다.

상태 4(State 4)는 가입자 장치가 협대역 기지국 예를 들어, AMPS 기지국에 가까운 상황을 나타낸다. 이 상황에서, 상태

3과 마찬가지로, RX 신호 강도는 임계치보다 크므로, LNA 이득은 최소 레벨로 설정된다. 그러나, 송신 전력 레벨이 낮으

며, FER은 임계치를 초과하므로, LNA 3차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증가된 FER율 및 감소된 송신 전력 레벨에 응답하여, LNA의 3차 입력 차단점은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확장시키도록 증가된다. 원하지 않는 TX 혼변조 프로덕트가 LNA 3차 입력 차단점의 제곱과는 반비례하여 변하기 때문

에, 3차 입력 차단점에서의 작은 증가는 TX 혼변조 프로덕트에 대한 커다란 감소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3차 입력 차단점

에서 1 dB만큼 증가하게 되면, TX 혼변조 프로덕트에서 2 dB만큼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낮은 송신 전력 레

벨 및 소정 임계치 이상의 FER에 응답하여 LNA 3차 입력 차단점을 증가시킴으로써, FER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간섭 신호의 레벨은 효과적으로 증가되며, 그러므로 간섭 신호를 다루기 위한 동적 범위는 최적화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다. 방법은 단계(400)에서

시작하는데, 수신된 신호 강도 및 수신된 신호의 송신 전력 레벨이 검출된다.

단계(410)에서, 수신된 신호 강도가 소정 임계치보다 낮은지에 대한 판별이 DSP(200)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일 수신된 신

호 강도가 소정 임계치보다 낮다면, LNA(155)의 이득은 단계(420)에서 최대 레벨로 설정된다. 만일 수신된 신호 강도가

소정 임계치 미만이 아니라면, LNA(155)의 이득은 단계(430)에서 최소 레벨로 설정된다.

단계(440)에서, DSP(200)에 의하여 송신 전력 레벨이 높은지에 대한 판별이 이루어진다. 만일 송신 전력 레벨이 높다면,

LNA(155)의 3차 입력 차단점은 단계(470)에서 최대 레벨로 설정이 된다. 만일 송신 전력 레벨이 높지 않다면, FER은 단

계(450)에서 계산된다.

단계(450)부터는, DSP(200)는 FER이 소정의 임계치, 예를 들어 1/2 % 보다 큰지 여부에 대해 판별한다. 만일 FER이 소

정의 임계치보다 크다면, 3차 입력 차단점은 단계(470)에서 최대 레벨로 설정이 된다. FER이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3차 입력 차단점은 단계(480)에서 최소 레벨로 설정된다. 단계(410-430) 및 단계(440-480)에서 순서들은 서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 즉, 이득은 3차 입력 차단점보다 이전, 이후, 혹은 같은 시간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 5A-5D는 동작의 다양한 상태에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도시한다. IS-95 CDMA 필터들 및 이득 단

(gain stages)에 대한 통상적인 파라미터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시스템 대역폭은 1250 KHz에서 설정되

었으며, 비트 당 에너지 대 잡음 비율((Energy per bit to noise ratio)(Eb/No)은 4.5 dB로 설정이 되었고, 처리 이득

(processing gain)은 21.07 dB로 설정이 되었으며, 트래픽 채널 오프셋은 -15.60 dB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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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1을 나타내는 도 5A에서, 송신기는 높은 전력에서 동작하였으며, 수신된 신호 강도는 임계치 미만이었다. 이 상태에

서, LNA 이득은 15 dB의 최대 레벨로 설정이 되었고, LNA 3차 입력 차단점은 15 dB의 최대로 설정이 되었다. 도 5A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조건하에서, 수신기 잡음 지수(NF; Noise Figure)는 7.26 dB이었으며, 수신기 입력 차단점(IPi; Input

Intercept Point)은 -5 dBm 이었고, 수신기의 감도는 -106.32 dBm이었으며, 수신기 이득은 62.2 dB이었다.

상태 2의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도 5B에서, 송신 전력 레벨은 낮았으며, 수신된 신호 강도는 임계치 이하였다. 이 상태에

서, LNA 3차 입력 차단점은 10 dB만큼 감소하여 최소 레벨이 5 dB가 되었지만, LNA 이득은 최대 레벨로 유지되었다. 도

5B에서 볼 수 있듯이, 상태 1에서 수신기의 전체 시스템 성능(overall system performance)의 최소 변화가 있었고, 유일

한 변화는 수신기 IPi가 -5.13 dB로 감소한 것이다.

상태 3의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도 5C에서, 송신 전력 레벨은 낮았으며, 수신된 신호 강도는 임계치 이상이었다. LNA

(155)의 이득은 -20 dB만큼 감소되어 -5 dB가 되었지만, LNA 3차 입력 차단점은 최소 레벨로 유지되었다. 도 5C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LNA(155)가 감소된 3차 입력 차단점에서 동작함에도 불구하고, LNA(155)의 이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전

체 시스템 입력 차단점을 향상시켰다. 추가로, LNA NF의 2 dB에서 22 dB로의 증가는 LNA 이득을 감소한 것에 대한 결

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시스템 NF는 7.65 dB로부터 27.6 dB로 증가하였으며, 수신기 IPi는 8.65 dBm

으로 증가하였고, 수신기 감도는 -86.323 dBm로 감소하였으며, 수신기 이득은 42.2 dB로 감소하였다.

상태 4의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도 5D에서, 송신 전력 레벨은 낮았으며, 수신된 신호 강도는 임계치 이상이었다. LNA

(155)의 이득은 최소 레벨로 유지되었지만, FER가 임계치를 초과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LNA 3차 입력 차단점은 10 dB

만큼 증가하여 15 dB가 되었다. 도 5D에서 보이듯이, 수신기 IPi가 8.65 dBm에서 13.7 dBm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제외

하고는 시스템 성능은 상태 3과 같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동작에서는, 수신기 입력 차단점의 이런 증가는

강한 처리 용량(handling capacity)의 향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RX 필터(160)가 믹서(170)로부터의 어떠한 상당한 혼변

조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LNA 3차 입력 차단점의 10 dB 증가는 원하지 않는 혼변조 프로덕트의 20 dB 감소

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간섭에 대한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본 발명은 위에서 설명되고 도시된 특정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위에서 설명된

실시예가 CDMA 셀룰러 전화 네트워크(cellular telephone network)에 관한 것이었지만, 본 발명은 또한 다른 종류의 무

선 전화 시스템들에 응용될 수도 있다. 명세서는 다음의 청구항에 정의된 본 발명의 범위내에 해당되는 어떠한 그리고 모

든 변형에 대하여 예상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적 범위가 향상된 수신기로서,

상기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신호의 오류율(error rate)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세서; 및

조정가능한 입력 차단점(input intercept point)을 갖는 저잡음 증폭기(low noise amplifier)

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 차단점은 상기 계산된 오류율에 따라 조정되는 수신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차단점은 또한 상기 수신기와 물리적으로 연관된 송신기의 송신 전력 레벨에 기초하여 조정되는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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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 레벨이 낮고, 상기 계산된 오류율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되

는 수신기.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 레벨이 낮고, 상기 계산된 오류율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입력 차단점은 최소 레벨로

설정되는 수신기.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 레벨이 높은 경우, 상기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되는 수신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된 오류율은 프레임 소거율인 수신기.

청구항 7.

신호들을 송수신하는 시스템으로서,

송신용 신호들을 처리하기 위한 송신 경로(transmitting path); 및

수신된 신호들을 처리하기 위한 수신 경로

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 경로는 조정가능한 입력 차단점을 갖는 저잡음 증폭기 및 수신된 신호의 오류율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포

함하고, 상기 입력 차단점은 상기 계산된 오류율 및 상기 시스템의 송신 전력 레벨에 따라 조정되는 신호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 레벨이 낮고, 상기 계산된 오류율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되

는 신호 송수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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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 레벨이 낮고, 상기 계산된 오류율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입력 차단점은 최소 레벨로

설정되는 신호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 레벨이 높은 경우, 상기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되는 신호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된 오류율은 프레임 소거율인 신호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저잡음 증폭기의 이득은 수신된 신호 강도에 기초하여 조정되는 신호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13.

수신기의 동적 범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수신된 신호의 오류율을 계산하는 단계;

송신 전력 레벨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오류율 및 상기 검출된 송신 전력 레벨에 따라 상기 수신기 내의 저잡음 증폭기의 입력 차단점을 조정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된 송신 전력 레벨이 낮고, 상기 계산된 오류율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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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 레벨이 낮고, 상기 계산된 오류율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입력 차단점은 최소 레벨로

설정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 레벨이 높은 경우, 상기 입력 차단점은 최대 레벨로 설정되는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된 오류율은 프레임 소거율인 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수신된 신호 강도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수신 신호 강도에 기초하여 상기 저잡음 증폭기의 이득을 선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잡음 증폭기의 이득은 수신된 신호 강도에 기초하여 조정되는 수신기.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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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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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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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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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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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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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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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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