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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대역 이동 전화용 송신기 필터 장치

(57) 요약

본원에는 다중 대역 이중-모드 이동 전화에서 사용하기 위한 필터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특히, 상기 이동 전화는 W-

CDMA 모드로 동작가능하며 적어도 직렬 및 병렬 음파 공진기들을 포함하는 대역-제거 필터가 수신 주파수 대역에서 심

도가 큰 노치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된다. 대역-제거 필터는 통과 대역 주파수에서 상기 공진기들의 정적인 정전용량을 정

합시키기 위한 복수 개의 유도 요소(inductive element)를 더 포함한다. 상기 이동 전화는 1800 및 1900 GSM 대역들에서

또한 동작가능하다. 대역-제거 필터는 이러한 GSM 대역들의 제3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 고조파 트랩(harmonic trap)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되어 있다. 상기 이동 전화는 하측 GSM 대역에서 또한 동작가능한데, 이 때문에 고조파 필터는 안테나

경로를 상기 대역-제거 필터와 공유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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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단말기에서 송수신기 신호들을 필터링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적어도 한 송신 주파수 대역 및 상기 송

신 주파수 대역과는 별개인 한 수신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가능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원을 구비하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은,

상기 신호원 및 안테나 사이에 신호 경로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신호 경로에서 대역-제거 필터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신호 경로에서의 대역-제거 필터의 제공을 통해 상기 수

신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감쇠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대역-제거 필터는,

상기 신호원 및 상기 안테나 간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로서, 제1 단부 및 상기 제1 단부에 대향

하는 제2 단부를 지니며 상기 제1 단부가 상기 신호원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2 단부 및 접지점 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로서, 상기 직렬 공진기와 함께

L-섹션을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 및

상기 L-섹션과 병렬로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인덕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

의 필터링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920-198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며, 상기 수신 주파수 대역

은 실질적으로 2110-217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

링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부호-분할 다중 접속(code-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모드로 동작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또한 동작가능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의 송신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의 신호원을 더 구비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은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1 단부에 존재하는 신호 경로에 상기 추가의 신호원을 동작가능하게 접속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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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적인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710-177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710-1785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850-191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신 주파수 대역 및 한 수신 주파수 대역에서 부호 분할 다중 접

속(CDMA) 모드로 동작가능하며, 또한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GSM 모드로 동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은 상기 GSM 모드의 고조파를 감쇠시키기 위해

상기 대역-제거 필터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고조파 트랩(harmonic trap)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공진기는 한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며 상기 병렬 공진기는 다른 한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공진기는 한 벌크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며 상기 병렬 공진기는 다른 한 벌크 음파 공진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

청구항 12.

이동 단말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역-제거 필터로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적어도 하나의 송신 주파수 대역 및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과는 별개인 한 수신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가능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 신

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원, 및 상기 신호원 및 안테나 사이의 신호 경로를 구비하는 이동 단말기용 대역-제거 필터에 있

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용 대역-제거 필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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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호원 및 상기 안테나 사이의 신호 경로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로서, 제1 단부 및 상기

제1 단부와 대향하는 제2 단부를 지니며 상기 제1 단부가 상기 신호원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2 단부 및 접지점 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로서, 상기 직렬 공진기와 함께

L-섹션을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 및

상기 L-섹션과 병렬로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인덕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용 대역-제거 필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덕터는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1 단부 및 상기 접지점 사이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

기 이동 단말기용 대역-제거 필터는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2 단부 및 상기 접지점 사이에 접속된 추가의 인덕터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용 대역-제거 필터.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공진기는 한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며 상기 병렬 공진기는 다른 한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용 대역-제거 필터.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공진기는 한 벌크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며 상기 병렬 공진기는 다른 한 벌크 음파 공진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용 대역-제거 필터.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920-1980 ㎒의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며, 상기 수신 주파수 대역

은 실질적으로 2110-217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용 대역-제거 필터.

청구항 17.

적어도 하나의 송신 주파수 대역 및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과는 별개인 한 수신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가능한 이동 단말기

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원;

상기 신호원 및 안테나 사이의 신호 경로; 및

상기 수신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감쇠시키도록 상기 신호 경로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대역-제거 필터를 포함하며,

상기 대역-제거 필터는,

상기 신호원 및 상기 안테나 사이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로서, 제1 단부 및 상기 제1 단부에 대

향하는 제2 단부를 지니며, 상기 제1 단부가 상기 신호원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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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2 단부 및 기준점 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로서, 상기 직렬 공진기와 함께

L-섹션을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 및

상기 L-섹션과 병렬로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인덕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920-198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고, 상기 수신 주파수 대역

은 실질적으로 2110-217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신호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또한 동작가능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의 송신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1 단부에 존재하는 신호 경로에 동작가능

하게 접속되어 있는 추가의 신호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이 실질적으로 1710-177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710-1785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850-191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신호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추가의 송신 신호는 GSM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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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GSM 신호의 고조파를 감쇠시키기 위해 상기 대역-제거 필터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고조파 트랩(harmonic trap)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고조파 트랩은 상기 CDMA 신호의 송신을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가 CDMA 모드에 있을 때 바이어

스되지 않는 다이오드를 통해 상기 대역-제거 필터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7.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공진기는 한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며 상기 병렬 공진기는 다른 한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공진기는 한 벌크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며 상기 병렬 공진기는 다른 한 벌크 음파 공진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GSM900 송신 대역에서 또한 동작가능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GSM900 송

신 대역에서 추가의 송신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안테나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추가의 신호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박막 벌크 음파 필터들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이동 전화 전단부의 벌크 음파 필터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벌크 음파(bulk acoustic-wave; BAW) 장치가 대개는 전극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2개의 전기 도전 층 사이에 샌드위치 형

태로 삽입된 압전 층(piezoelectric layer)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RF) 신호가 상

기 장치 양단에 인가될 경우에, 상기 장치는 상기 압전 층에서 기계적 파동을 생성한다. 상기 기계적 파동의 파장이 압전

층 두께의 약 2배일 경우에는 기본 주파수 공진이 생긴다. 비록 BAW 장치의 공진 주파수가 또한 다른 인자들에 의존한다

고 하더라도, 압전 층 두께는 공진 주파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다. 압전 층 두께가 감소하면, 공진 주파수는 증가한

다. 기존에는, BAW 장치들이 수정 결정 시트들 상에 제조되어 왔다. 대개는 이러한 제조 방법을 사용하여 공진 주파수가

높은 장치를 획득하는 것이 곤란하다. 비활성 기판 재료들 상에 박막 층들을 디포지트(deposit)함으로써 BAW 장치들을

제조할 때에는, 공진 주파수가 0.5-10 ㎓ 범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BAW 장치들은 박막 벌크 음파 공진기

(thin-film bulk acoustic resonator)들 또는 FBAR들로서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가지 유형의 FBAR들, 다시 말하

면, BAW 공진기들 및 적층형 수정 필터(stacked crystal filter; SCF)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개는 SCF가 2개 이상의

압전 층 및 몇몇 전극이 접지되어 있는 3개 이상의 전극을 지닌다. 이 같은 2가지 유형의 장치 간의 차이점은 주로 자신들

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개는 통과 대역 및 저지대역(stopband) 필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FBAR들이 조합 형태로

사용된다. 하나의 직렬 FBAR 및 하나의 병렬 FBAR의 조합이 소위 사다리꼴 필터(ladder filter)의 한 섹션을 구성한다.

사다리꼴 필터들의 설명은 예를 들면 엘라(Ella)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6,081,171호(이하 "Ella"라 지징함)에서 찾아볼

수 있다. Ella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FBAR 기반 장치가 대개는 비활성화 층들로서 언급되는 하나 이상의 보호 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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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닐 수 있다. 도 1a - 도 1d에는 전형적인 FBAR 기반 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도 1a - 도 1d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

이, 상기 FBAR 장치는 기판(501), 하부 전극(507), 압전 층(509), 및 상부 전극(511)을 포함한다. 상기 전극들 및 상기 압

전 층은 음파 공진기를 형성한다. 상기 FBAR 장치는 멤브레인 층(505)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도 1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기판(501)과 상기 공진기를 분리시키는 공극(air interface)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기판(503) 상에 에칭된

홀(hole; 503)이 만들어져 있다. 변형적으로는, 도 1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기판(501) 상에 에칭된 피트(pit;

502)가 제공된다. 또한, 도 1c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공진기 및 상기 기판을 분리시키는 희생 층(506)을 제공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음파를 상기 공진기에 재반사하기 위해 상기 하부 전극(507) 및 상기 기판(501) 사이에 음파 미러

(acoustic mirror; 521)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기판은 규소(Si), 이산화규소(SiO2), 비소화갈륨(GaAs), 유리 또

는 세라믹 재료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 상기 하부 전극 및 상기 상부 전극은 금(Au), 몰리브덴(Mo), 텅스텐(W), 구리(Cu),

니켈(Ni), 티타늄(Ti), 니오븀(Nb), 은(Ag), 탄탈륨(Ta), 코발트(Co), 알루미늄(Al) 또는 텅스텐 및 알루미늄과 같은 이들

금속의 조합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상기 압전 층(509)은 산화아연(ZnO), 황화아연(ZnS), 질화알루미늄(AlN) 탄탈륨

산 리튬(LiTaO3) 또는 소위 납 란타늄 지르코네이트 티타네이트(lead lanthanum zirconate titanate) 패밀리의 다른 멤버

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SiO2, Si3N4와 같은 유전 재료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전형적인 비활성화 층은 전

기 절연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압전 층을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도 1c에 도

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브리지 형태의 BAW 장치의 희생 층(506)이 대개는 상기 장치 하부에 공극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

종 제조 단계들에서 에칭되어 제거된다는 것이다. 도 1d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미러 형태의 BAW 장치에서, 상기 음

파 미러(521)는 대개는 ¼ 파장 두께인 여러 층의 음파 임피던스가 높고 낮은 재료들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브리지

형태의 BAW 장치 및 상기 미러 형태의 BAW 장치가 당업계에 알려져 있다.

멤브레인 형태의 접근 방안에 대한 단점들은 상기 층들(507,509,511)이 멤브레인(505)을 파괴 또는 만곡시킬 수도 있는

매우 작은 기계적 응력(mechanical stress)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505) 상에 상기 층들(507,509,511)을 제조하

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멤브레인 구조는 기계적으로 그다지 단단하지 않은데, 이는 웨이퍼들의 핸들링

(handling) 및 다이싱(dicing)을 복잡하게 한다. 미러 구조는 전체 구조가 상기 기판(501) 상에 견고하게 장착되기 때문에

확실히 더 단단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러 구조는 고전력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상기 기판에 보다 양호한 서멀 릴리프

(thermal relief) 기능을 제공한다.

상기 미러는 기본적으로 λ/4 변압기(transformer)로서 동작하는데, 그 이유는 상기 미러가 다수개의 음파 임피던스가 높

고 낮은 교번 층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수의 음파 임피던스가 높고 낮은 교번 층 쌍 각각이 음파 면에서 대략 ¼ 파장 두

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적층은, 멤브레인 형태의 구조들에서 공극과 유사한 음파 반사 경계면을 형성하는 미러/하

부 전극 경계면에서 상기 기판의 임피던스를 매우 낮은 임피던스로 변환시킨다. 상기 미러의 최적 동작은 상기 높고 낮은

음파 임피던스에 있어서의 차이가 가능한 한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미러 형태의 BAW에서, 상기 공극 및 상기 음파 미러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음파 공진시 음파 에너지의 억류를 위해 상기 공극 및 상기 음파 미러 사이에 중공

(cavity)을 형성한다. 도 3에는 위에 언급된 BAW 공진기들 중 어느 한 BAW 공진기의 등가 회로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등가 회로는 등가 저항(R), 등가 인덕터(Lm), 등가 정전용량(Cm), 및 병렬 기생 정전용량(Co)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BAW 공진기들은 사다리꼴 및 격자 필터들과 같은 임피던스 요소 필터들에서 구성 요소(building block)들로서 사용될 수

있다. 사다리꼴 및 격자 필터들 모두는 당 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다리꼴 필터들은 ELLa에 개시되어 있다. 사

다리꼴 필터에서의 기본 단위는 도 4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L-섹션(600)이다. 상기 L-섹션(600)은 2개의 BAW 공

진기들, 즉 직렬 공진기(500a) 및 병렬 공진기(500b)를 포함한다. L-섹션이 대역 통과 필터로서 사용될 경우에, 상기 병렬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는 상기 직렬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보다 약간 낮도록 설계된다. 그러한 착상은 상기 통과 대역의 중

심 주파수에서나 상기 통과 대역의 중심 주파수에 근접해서 상기 직렬 공진기의 직렬 공진(이상적으로는 제로(0) 값의 임

피던스) 및 상기 병렬 공진기의 병렬 공진(이상적으로는 무한대 값의 임피던스)을 갖도록 한 것이다. 도 4b에는 상기 L-섹

션(600)에 대한 등가 회로가 도시되어 있다. 도 5에는 여러 개(이 경우에는 3개)의 L-섹션(600)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

적인 대역 통과 필터의 주파수 응답이 도시되어 있다.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주파수 응답은 대략 940㎒에

중심을 둔 통과 대역 섹션을 지닌다.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응답에서, 상기 통과 대역 하부의 노치(notch)는 상

기 직렬 공진기의 직렬 공진(실제로 접지된 신호)에 기인하며, 상기 통과 대역 상부의 노치는 상기 병렬 공진기의 병렬 공

진(무한대 값의 직렬 저항을 고려한 신호)에 기인한다. BAW 공진기 조합의 통과 대역 특성은 2개 이상의 L-섹션을 사용

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L-섹션들의 개수는 주로 상기 통과 대역 이외의 감쇠량을 좌우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사

다리꼴 필터들이 대개는 완전한 단들을 지니는 것으로 언급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다리꼴 필터들은 동일 개수의 직렬 및

병렬 공진기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다리꼴 필터는 예를 들면 3개의 병렬 공진기 및 2개의 직렬 공진기를 지닐 수 있다

(이는 2.5 단으로서 언급된다).

통과 대역 필터들로서 L-섹션들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당 업계에는 직렬 및 병렬 공진기들의 역할을 스위칭시킴으로써

대역-제거 필터들을 만드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도된 저지대역에서 직렬 접속된 공진기들(500a,5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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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기 직렬 접속된 공진기들(500a,500c)의 병렬 공진을 지니며 병렬 공진기들(500b,500d)이 상기 병렬 공진기들

(500b,500d)의 직렬 공진을 지님으로써, 이러한 주파수에서 심도가 크고 경사가 가파른 노치가 제공되게 한다. 도 6에는

2개의 L-섹션들을 갖는 그러한 필터의 토폴로지가 도시되어 있으며, 도 7에는 그러한 필터의 전형적인 응답이 도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응답은 통과 대역 사다리꼴 필터(도 5 참조)의 미러 이미지인데, 그 이유는 최소의 삽입 손실

(insertion loss)이 저지대역 상부 및 하부의 "노치" 주파수들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성의 필터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지정된 제거 주파수들 이외의 삽입 손실이 여전히 매우 크고, 전형적으로는 그 설계에 따라 3

내지 6㏈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필터는 다중 대역, 이중 모드 이동 전화 엔진 전단부의 대역 제거 필터로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송신기 모듈을 통해, 특정 주파수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W-CDMA 수신 주파수에서 양호

한 감쇠가 이루어지게 하고 W-CDMA 송신 주파수에서 작은 감쇠가 이루어지게 하는 필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적은 상기 송신기 모듈에 주파수 정합 구성요소들 및 사다리꼴 필터의 하나 이상의 L-섹션들을 포함하는 음파 필터를 배

치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L-섹션은 직렬 공진기 및 병렬 공진기를 포함하여, W-CDMA 수신 주파수를 감쇠시키기 위한

심도가 크고 경사가 가파른 노치가 공진기 특성에 의해 달성되고 상기 공진기들이 송신 주파수에서 수동 결합 요소들인 것

처럼 보이게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실시태양은 이동 단말기에서 송수신기 신호들을 필터링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적어

도 한 송신 주파수 대역 및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과는 별개인 한 수신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원을 구비하는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

을 제공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은,

상기 신호원 및 안테나 사이에 신호 경로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신호 경로에서 대역-제거 필터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신호 경로에서의 대역-제거 필터의 제공을 통해 상기 수

신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감쇠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대역-제거 필터는,

상기 신호원 및 상기 안테나 간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로서, 제1 단부 및 상기 제1 단부에 대향

하는 제2 단부를 지니며 상기 제1 단부가 상기 신호원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2 단부 및 접지점 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로서, 상기 직렬 공진기와 함께

L-섹션을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 및

상기 L-섹션과 병렬로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인덕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code-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모드로 동작가능하며, 상기 송신 주파

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920-198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며, 상기 수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2110-217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GSM 모드로 또한 동작가능하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의 송신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추

가의 신호원을 또한 구비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의 송수신기 신호들의 필터링 방법은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1 단부에

존재하는 신호 경로에 상기 추가의 신호원을 동작가능하게 접속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710-1785 ㎒의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며 실질적으로 1850-1910 ㎒의 주파

수 범위를 포함한다.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은 또한 장차 입수가능한 W-CDMA를 위해 실질적으로 1710-1770 ㎒의 주파

수 범위를 점유할 수 있다.

대역-제거 필터는 상기 GSM 모드의 고조파를 감쇠시키기 위해 고조파 트랩(harmonic trap)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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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직렬 공진기는 적어도 한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며 상기 병렬 공진기는 다른 한 음파 공진기를 포함

한다. 이러한 음파 공진기들은 벌크 음파 또는 표면 음파 공진기들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태양은 이동 단말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역-제거 필터로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적어도 하나의 송신

주파수 대역 및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과는 별개인 한 수신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송신 주파

수 대역에서 송신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원, 및 상기 신호원 및 안테나 사이의 신호 경로를 구비하는 이동 단말기용 대

역-제거 필터를 제공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용 대역-제거 필터는,

상기 신호원 및 상기 안테나 사이의 신호 경로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로서, 제1 단부 및 상기

제1 단부와 대향하는 제2 단부를 지니며 상기 제1 단부가 상기 신호원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2 단부 및 접지점 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로서, 상기 직렬 공진기와 함께

L-섹션을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 및

상기 L-섹션과 병렬로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인덕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덕터는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1 단부 및 상기 접지점 사이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

기 이동 단말기용 대역-제거 필터는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2 단부 및 상기 접지점 사이에 접속된 추가의 인덕터를 더 포함

한다.

상기 직렬 공진기는 한 벌크 또는 표면 음파 공진기를 포함하며 상기 병렬 공진기는 다른 한 벌크 또는 표면 음파 공진기를

포함한다.

W-CDMA 모드에서,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920-1980 ㎒의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며, 상기 수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2110-217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한다.

본 발명의 제3 실시태양은 적어도 하나의 송신 주파수 대역 및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과는 별개인 한 수신 주파수 대역에

서 동작하는 이동 단말기를 제공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 신호를 제공하는 신호원;

상기 신호원 및 안테나 사이의 신호 경로; 및

상기 수신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감쇠시키도록 상기 신호 경로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대역-제거 필터를 포함하며,

상기 대역-제거 필터는,

상기 신호원 및 상기 안테나 사이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로서, 제1 단부 및 상기 제1 단부에 대

향하는 제2 단부를 지니며, 상기 제1 단부가 상기 신호원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직렬 공진기;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2 단부 및 기준점 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로서, 상기 직렬 공진기와 함께

L-섹션을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병렬 공진기; 및

상기 L-섹션과 병렬로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인덕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W-CDMA 모드에서, 상기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920-198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하고, 상기 수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2110-217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이동 단말기는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들에서 GSM모드로 또한 동작가능하다. 상기 이동 단말기

는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의 송신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직렬 공진기의 제1 단부에 존재하는 신호

경로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되어 있는 추가의 신호원을 더 포함한다. 상기 추가의 송신 주파수 대역은 실질적으로 1710-

1785 ㎒의 주파수 범위 및 1850-1910 ㎒의 주파수 범위를 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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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GSM 모드의 고조파를 감쇠시키기 위해 상기 대역-제거 필터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고조파 트

랩(harmonic trap)을 더 포함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GSM900 송신/수신 모드로 또한 동작가능하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GSM900 송신 대역에서 추가의

송신 신호를 제공하도록 상기 안테나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되어 있는 추가의 신호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도 8 - 도 13과 연관된 설명을 이해하면 자명해질 것이다.

실시예

W-CDMA 모드로 그리고 GSM 모드로 모두 동작하는 다중 대역 이동 단말기에서, 현재 전단부는 한 안테나가 W-CDMA

주파수 대역용이고 다른 한 안테나가 GSM 주파수 대역용인 2개의 개별 안테나를 갖도록 이루어져 있다. GSM 모드에서,

송신기 및 수신기는 스위칭(switching)을 통해 분리된다. W-CDMA 모드에서, 듀플렉서 또는 디플렉서가 사용된다. 본 발

명은 음파 공진기들을 사용하여 대역 통과 및 대역-제거 필터들을 조합하는 것이다. 조합된 필터는 손실이 매우 적은 넓은

통과 대역(적어도 30㎒)을 유지하면서도 W-CDMA 수신 주파수에서 노치의 심도가 매우 크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조합

된 필터는 도 8, 도 11 및 도 12에 대역-제거 필터(40)로서 도시되어 있다. 특히, 조합된 필터는 도 8 및 도 1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중 대역, 이중 모드 이동 단말기(GSM + W-CDMA)의 전단부에서 사용된다. 본원 명세서에서의 전단부

(front-end)라는 용어는 전형적인 RF-주문형 집적회로(들) 및 안테나 간에 배치되어 있는 RF(radio frequency; 무선 주

파수) 부품들을 언급하는데 사용된다. 전단부는 1800 및 1900 ㎒ GSM 모드 및 유럽식 또는 미국식 W-CDMA 모드용 송

신기 모듈, 및 하측 GSM 대역용 송수신기 모듈을 지닌다(도 11 참조).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송신기 모듈(10)은 안테나(12)를 2개의 송신기 브랜치에 접속하는 신호 경로를 포함하

며, 상기 2개의 송신기 브랜치 중 한 브랜치는 1800 및 1900 GSM 대역들에서의 송신 신호들의 전달을 위해 전력 증폭기

(20) 및 임피던스 정합 요소(22)를 포함하고, 다른 한 브랜치는 유럽식 또는 미국식 W-CDMA 송신 주파수 대역에서의 송

신 신호들의 전달을 위해 전력 증폭기(30) 및 임피던스 정합 요소(32)를 포함한다. 상기 브랜치들은 노드(34)에 접속되어

있다. W-CDMA 수신 주파수를 감쇠시키기 위해, 대역-제거 필터(40)는 상기 안테나(12) 및 상기 노드(34) 사이에 접속되

어 있다. 상기 대역-제거 필터(40)는 사다리꼴 필터의 적어도 하나의 L-섹션을 지닌다.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L-섹션은 상기 안테나(12) 및 상기 노드(34) 사이에 접속된 직렬 공진기(42), 및 회로 접지 및 직렬 공진기(42)의 한

단부 사이에 접속된 병렬 공진기(44)를 포함하는 2개의 음파 공진기를 지닌다. 대역-제거 필터(40)는 2개의 소형 코일

(46,48)을 더 포함한다. 상기 코일들(46,48)은 통과 대역 주파수에서 상기 공진기들의 정적인 정전용량을 정합시키는데 사

용된다. 전형적으로는, 코일들이 0.8 nH 내지 3.5 nH의 값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값들은 주파수와 아울러 필터 설계에

그리고 또한 범용 임피던스 레벨에 강력하게 의존한다. 이 때문에, 대역 필터(40)는 송신 주파수에 대한 손실이 매우 적은

넓은 통과 대역(적어도 300 ㎒)을 유지하면서도 W-CDMA 수신 주파수에서의 노치 심도를 매우 크게 한다. 예를 들면, 직

렬 공진기(42)의 직렬 공진이 1920-1980 ㎒의 W-CDMA 송신 주파수 대역의 통과 대역보다 약간 높은 2.06 ㎓와 실질적

으로 동일하도록 선택되며, 직렬 공진기(42)의 병렬 공진이 2.114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병렬 공진기(44)의 대응하는

주파수들이 Fs=2.17 ㎓이며 Fp=2.226 ㎓일 경우에, 심도가 큰 노치가 송신 주파수 대역을 넘어서 저지대역(stopband) 내

에 형성된다. 도 9a에는 대역-제거 필터(40)의 전형적인 응답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한 필터 장치는 안테나 스위치 모듈의

일부인 개별 Tx 모듈로서 사용될 수 있다. 더군다나, 고조파 트랩(26)은, 1800 및 1900 ㎒ 대역들에 대해 제3 고조파 노

치를 형성하기 위해 송신기 모듈(10)에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이 도 9b에 도시되어 있다. 고조파 트랩(26)은 예를 들

면, 코일 또는 코일 및 커패시터로 이루어져 있는 단순한 공진 회로일 수 있다. 다이오드(24)는 이동 단말기가 W-CDMA

모드로 동작되고 그러한 제3 고조파 노치가 필요하지 않을 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동 단말기가

W-CDMA 모드로 동작될 경우에, 다이오드(24)는 바이어스되지 않는다.

송신기 모듈(10)에서, 하나의 Tx 전력 증폭기가 상측 GSM 대역용이고 다른 하나의 Tx 전력 증폭기가 W-CDMA용인 2개

의 Tx 전력 증폭기(20,30)가 사용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중-모드 이동 단말기에서, 한번에 단지 하나의 전력 증

폭기만이 "온(on)" 상태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에 하나의 전력 증폭기를 필터(40)에 접속시키도록 하는 스위치들

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스위치들은 간단한 저역 통과/고역 통과 디플렉서의 부품일 수 있으며 그러한 스위치

들은 손실들의 개선을 위해 (직렬로 이루어지는 대신에) 병렬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전력 증폭기들(20,30)은 "

오프(off)" 단의 대응하는 전력 증폭기들의 출력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도록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별 정합 요소

들(22,32)을 통해 병렬로 접속될 수 있다. 적합한 정합으로 인해, "오프" 단의 전력 증폭기는 노드(34)에서 개방 회로인 것

처럼 보인다. 최적의 경우에서는, "오프" 단 전력 증폭기의 출력 임피던스가 정의될 수 있으며, 단지 수동적 정합(passive

matching)만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정합 요소는 도 10a에 도시되어 있다. 도 10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코일들 및

커패시터들과 같은 단지 수동적 요소들만이 사용된다. 변형적으로는, 다이오드들이 도 10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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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들로서 추가된다. "오프" 단의 전력 증폭기에 연결된 다이오드는 온 상태로 바이어스되어 입력 노드에 개방 회로가 제

공되게 한다. 상기 스위치들은 예를 들면 PIN 다이오드들, CMOS 또는 임의의 적합한 고체 상태(solid state) 스위치들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송신기 모듈(10)은 하측 900 GSM 대역들의 송수신기 모듈(60)과 통합될 수 있다. 도 1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단부(5)의 안테나(12)는 하측 GSM 대역용 Tx 고조파 필터(80) 및 본 발명의 대역-제거 필터(40)에 동작가

능하게 접속된다. 송수신기 모듈(60)에서, 900㎒ Tx 대역 통과 필터(62), 발룬(balun; 64) 및 전력 증폭기(66)는 신호 송

신을 위해 다이오드(68)를 통해 안테나(12)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다. 수신의 경우에, 900㎒ Rx 대역 통과 필터(70), 발룬

(72), 및 정합 필터(76)는 상기 안테나(12)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다. 정합 필터(76)는 λ/4 송신 선로일 수 있다. 다이오드

들(68,74)은 양자 모두 900㎒ Rx 모드에서 바이어스되지 않음으로써 900㎒ 전력 증폭기(66)가 매우 높은 임피던스를 지

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다이오드들(68,74)은 양자 모두 900㎒ Tx 모드에서 바이어스됨으로써, 정합 필터(76)가 안테나

포트에서 개방 회로인 것처럼 보이도록 다이오드(74)의 낮은 임피던스를 변화하게 하지만, 900㎒ 전력 증폭기(66)가 안테

나(12)에 대한 낮은 삽입 손실 경로(insertion loss path)를 보이게 한다. 이 때문에, 이동 단말기가 900㎒ Tx 또는 Rx 모

드에 있는 경우 900㎒ 브랜치들 중 단지 하나만이 안테나 포트에서 전기적인 형태로 "가시화"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대역-제거 필터(40)가 사다리꼴 필터의 단지 한 L-섹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역-제거 필터에서 2개 이상의 L-섹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2에는 2개의 L-

섹션을 갖는 대역-제거 필터(40')가 도시되어 있다. 도 1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개의 직렬 공진기(42,52), 2개의

병렬 공진기(44,54) 및 3개의 코일(46,48,56)이 사용된다.

도 1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단부(5)가 이동 단말기(1)에서 사용될 경우, Tx 필터링의 크기 및 성능(Rx 주파수에

관한 삽입 손실 및 감쇠)은 특히 GSM 및 CDMA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송

신기 모듈(10)은 단지 GSM 또는 CDMA에서만 동작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유용하다. 송신기 모듈(10)의 주된 이점은 단지

하나의 음파 필터만이 상측 대역들(1800,1900,W-CDMA) 모두를 필터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요컨대,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대역 이동 전화의 전단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역-제거 필터는 제거 주파수 영역 이하에서

상당히 넓은 통과 대역을 제공한다. 상기 제거 영역이 (유럽식의 2110-2170 ㎒에서의) W-CDAMA 수신 주파수에 있도록

선택되는 경우, 대역 통과 영역은 그러한 W-CDMA 송신 주파수와 아울러 1710-1785, 1850-1910 및 1920-1980 ㎒와

같은 1800 및 1900 GSM 송신 주파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 공진기들의 경우, 블루투스 주파수에 대해 소정의 노치를

형성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지금까지 본 발명이 벌크 음파(bulk acoustic wave; BAW) 공진기들 및 필터들과 연관지어 개시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원

리가 표면 음파(surface acoustic wave; SAW) 대응물들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 8 및 도 1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공진기들(42,44,52,54)은 BAW 또는 SAW 공진기들일 수 있다. 더군다나,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이점들을 보여주기

위해 유럽식 GSM 및 W-CDMA 대역들와 연관지어 개시되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점은 동일한 발명이 다른 어떤 대역들

및 대역 조합에도 또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측 대역들은 유럽식 GSM 1800 대역(1710-1785 ㎒의 Tx

주파수 대역, 1805-1880 ㎒의 Rx 주파수 대역), 미국식 GSM 1900 대역(1850-1910 ㎒의 Tx 주파수 범위, 1930-1990

㎒의 Rx 주파수 범위), 및 장차 입수가능한 미국식 W-CDMA(1710-1770 ㎒의 Tx 주파수 범위, 2110-2170 ㎒의 주파수

범위)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상기 GSM 1900과 동일한 주파수에 위치해 있는 미국식 1900 CDMA로 상기

GSM 1900을 교체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여기서, 상기 GSM 브랜치는 아마도 일부 추가적인 필터링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개별 전력 증폭기들(20,30)은 상기 GSM 브랜치에서 송신 신호들을 증폭시키고 상기 W-CDMA 브랜치에서 송신

신호들을 증폭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특정 전력 증폭기의 선형성 및 효율이 양자 모두의 브랜치에서 송신 신호들의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폭을 수행하기 위한 신호 증폭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경우에, 이 같은 단일 증

폭기의 정합이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2개의 개별 증폭기들의 정합과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본 발명의 대

역-제거 필터가 여전히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언급되었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도 위에 언급된 것 및 그의 형태 및 세부에 있어서의 다른 교체, 생략 및 변경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

해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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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는 기판상에 형성된 멤브레인 및 공진기를 지니며 상기 기판이 상기 멤브레인용 공극을 제공하기 위한 관통 구멍을

지니는 전형적인 벌크 음파 장치를 예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1b는 기판상에 형성된 멤브레인 및 공진기를 지니며 상기 기판이 상기 멤브레인용 공극을 제공하기 위한 에칭된 단면

을 지니는 전형적인 벌크 음파 장치를 예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1c는 기판상에 형성된 멤브레인 및 공진기를 지니며 상기 기판 및 상기 멤브레인 사이에 희생 층이 형성되어 있는 전형

적인 벌크 음파 장치를 예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1d는 기판상에 형성된 멤브레인 및 공진기를 지니며 상기 공진기의 하부 전극 및 상기 기판 사이에 음파 미러가 형성되

어 있는 전형적인 벌크 음파 장치를 예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2는 전형적인 미러 형태의 벌크 음파 장치에서 공진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지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3은 전형적인 벌크 음파 공진기의 등가 회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a는 직렬 공진기 및 병렬 공진기에 의해 형성된 사다리꼴 필터의 L-섹션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b는 도 4a의 사다리꼴 필터의 L-섹션의 등가 회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3개의 L-섹션을 갖는 사다리꼴 필터의 전형적인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는 선도이다.

도 6은 선행 기술의 2-단 대역-제거 필터의 토폴로지(topology)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도 6의 2-단 대역-제거 필터의 전형적인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는 선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대역, 이중 모드 이동 전화 엔진 전단부의 송신기 모듈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역-제거 필터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9a는 본 발명의 대역-제거 필터의 전형적인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는 선도이다.

도 9b는 고조파 트랩(harmonic trap)과 협동하는 방식으로 관련되는 대역-제거 필터의 전형적인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는

선도이다.

도 10a는 2개의 송신 신호를 정합 및 필터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정합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10b는 다른 형태의 정합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11은 900㎒에서 동작하는 GSM 송수신기 모듈과 본 발명의 송신기 모듈 간의 결합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2개의 L-섹션을 갖는 대역-제거 필터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대역-제거 필터를 갖는 이동 단말기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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