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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대역을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송수신장치에 대한 것이다.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변 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한 다중 주파수 대역 송수신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특정 중심 주파수에 맞도록 주파수 밴드가 고정된 대역 통과 필터 대신에 가변 용량 다이오드

를 이용하여 중심 주파수를 가변하는 가변 대역 통과 필터 이용한 다중 주파수 대역 송수신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서비스 주파수 대역의 변경이 필요한 이동 통신 시스템의 송수신장치에 사용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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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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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송수신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 2 는 상기 도 1에 도시한 대역 통과 필터의 구성(a) 및 등가 회로(b)를 나타낸 상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가변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한 송수신장치를 나타내는 블록 구성도.

도 4는 도 3에 도시한 가변 대역 통과 필터의 구성(a) 및 등가 회로(b)를 나타낸 상태도.

도 5는 도4에 언급된 가변 용량 다이오드(420)의 간략화된 등가 회로도.

도 6은 가변 대역 통과 필터를 제어하는 제어부의 세부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다중 주파수 대역을 구성하는 송수신장치의 중심 주파수 변화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의 송수신장치(Transceiver)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대역 통과 필터를 가지는 송수신장치

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동 통신 가입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동 통신 서비스 시장도 급속하게 형태로 성장

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의 데이터 패킷 전송 서비스 및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Bluetooth 등의 기술 

도입으로 이동 통신 시스템의 장비의 대체가 가속화될 전망이기에, 이동 통신 시스템의 부품에 관한 부품시장도 매년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동 통신 시스템의 발전에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주파수 자원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있다. 이는 국

내 서비스 업체간의 주파수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서비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셀룰러(Cellular)는 900MHz을,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는 1.8GHz를, IMT-2000(Int

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은 2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이동 통신 가입자에게 통신 서

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 주파수 대역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변조에 필요한 신호로 주파수를 낮추

거나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송수신장치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다.

도 1 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송수신장치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송수신장치(100)는 수신단(PART O

F TRANSMITTER: 110)과 송신단(PART OF RECEIVER: 130)이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되어진 송/수신하는 장치이

다.

상기 수신단(110)은 저 잡음증폭기(111)와, 대역 통과 필터(113), 주파수 혼합기(115), 중간 주파수 증폭기(117)와 S

AW BPF(119: SURFACE ACOUSTIC WAVE BAND PASS FILTER)로 구성된다.

상기 수신단(110)에서는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RF) 신호는 상기 저잡음증폭기(111)

에 의해 증폭된다. 상기 대역 통과 필터(113)는 특정 중심 주파수에 결정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상기 증폭된 신호를 필

터링한다. 상기 주파수 혼합기(115)에서 상기 필터링이 되어진 신호는 상기 국부 발생기(120)에 의해 발생된 신호와 

시간 영역에서의 곱셈(MULTIPLICATION),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CONVOLUTION)을 통해 중간 주파수(Int

ermediate Frequency: IF) 신호로 변환된다. 상기 중간 주파수 신호는 상기 중간 주파수 증폭기(117)를 지나면서 원

하는 레벨의 신호로 증폭되어진다. SAW BPF(119)에서 증폭된 상기 중간 주파수 신호는 감쇄된 신호를 원래의 신호

를 복원되고 채널화(CHANNELIZING)되어 진다. 이로써, 상기 수신단(110)은 신호의 수신을 마무리한다.

상기 송신단(130)은 고출력 증폭기(131), 대역 통과 필터(133), 주파수 혼합기(135), 중간 주파수 증폭기(137)와 SA

W BPF(139:SURFACE ACOUSTIC WAVE BAND PASS FILTER)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송신단(130)에서는 입력된 중간 주파수 신호를 상기 SAW BPF(139)에서 필터링하고 상기 중간 주파수 증폭기(

137)에서 원하는 레벨의 신호로 증폭한다. 이렇게 증폭된 중간 주파수 신호는 상기 국부 발진기(120)에 의해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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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와 상 기 주파수 혼합기(135)에서 혼합됨으로써 무선 주파수 신호로 변환된다. 상기 대역 통과 필터(133)에서는 

특정 중심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상기 무선 주파수신호를 필터링 한 후 상기 고출력 증폭기(131)

로 전달한다. 상기 고출력 증폭기(131)에서는 입력된 신호를 전력 증폭하여 안테나를 통해 송출한다.

도 2 는 상기 도 1에 도시한 대역 통과 필터(113,133)의 구성(a) 및 등가 회로(b)를 나타낸 상태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a)은 복수개의 유전체 공진기(200)로 구성된 대역 통과 필터(113,133)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복

수개의 유전체 공진기(200)는 안테나로부터 수신한 전파 중에서 특정 중심 주파수만을 선택한다. 따라서 상기 복수개

의 유전체 공진기(200)로 구성된 상기 대역 통과 필터(113,133)는 특정 중심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만을 필터링한다. 상기 복수개의 유전체 공진기(200)는 흔히 동조회로(同調回路)라 불린다. (b)는 상기 대역 통과

필터를 구성하는 복수개의 유전체 공진기(200)의 등가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복수개의 유전체 공진기(200)는 

복수개의 코일과 복수개의 콘덴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상기 복수개의 유전체 공진기(200)로 구성된 상기 대역 통과 필터(113,133)는 캐패시터의 값이 정해져 

있음으로 특정 중심 주파수에 따른 주파수 대역의 신호만 필터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송수신장치의 설계시 불필요한 주파수 밴드 대역의 신호나 불필요한 중심 

주파수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역 통과 필터는 특정 중심 주파수에 맞도록 주파수 대역이 고정되어 설

계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주파수 대역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한 번 설치

된 송수신장치는 중심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송수신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서비스 주파수 

대역에 따라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 송수신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제어 신호에 따라 중심 주파수가 가변 되고, 상기 가변 되는 중심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주

파수 대역에서 입력 신호를 필터링하는 가변 대역 통과 필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소정의 서비스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이

동 통신 시스템의 송수신장치에 있어서,

서비스 주파수 대역에 따라 중심주파수를 조절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가변 대역 통과 필터로 제공하는 제어

부와,

상기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제어신호에 따라 중심 주파수를 결정하여 입력 신호를 필터링하는 가역 대역 통과 필터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상에 표시된 동

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로 나타내었으며,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

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

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가변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한 송수신장치를 나타내는 블록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송

수신장치(300)는 수신단(PART OF TRANSMITTER: 310)과 송신단(PART OF RECEIVER: 330)이 하나의 패키지

로 결합되어진 송/수신하는 장치이다.

상기 수신단(310)은 저잡음증폭기(311)와, 가변 대역 통과 필터(313), 주파수 혼합기(315), 중간 주파수 증폭기(317)

와 SAW BPF(319: SURFACE ACOUSTIC WAVE BAND PASS FILTER)와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터(313)에 제어

신호를 보내는 제어부(312)로 구성된다.



공개특허 특2003-0058414

- 4 -

상기 수신단(310)에서 상기 저잡음증폭기(311)는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무선 주파수 신호(Radio Frequency: RF) 신

호의 잡음지수를 결정하여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증폭시킬 때 생성되는 잡음전력을 최소화하면서 증폭한다. 복수

개의 유전체 공진기와 가변 용량 다이오드로 구성된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터(313)는 특정 중 심 주파수에 따라 결정

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상기 증폭된 무선 주파수 신호를 필터링한다.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터(333)에서 필터링 되는 

신호는 고정된 중심 주파수가 아니라 상기 제어부(312)의 제어 신호 발생기의 제어 신호에 의해서 중심 주파수를 조

절하여 상기 중심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입력 신호를 필터링하는 장치이다.

필터링이 되어진 상기 신호들은 상기 주파수 혼합기(315)에서 상기 국부 발진기(320)에서 발생된 국부 발진 신호와 

시간 영역에서의 곱셈(MULTIPLICATION),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CONVOLUTION)을 통해 중간 주파수 신

호로 변환된다. 여기서, 상기 국부 발진기(LOCAL OSCILLATOR 320)는 변조되지 않는 순수한 코사인파(COSINE 

WAVE)인 국부 발진 신호를 발생하는 장치로써, 일반적으로 디지털 제어신호(DATA, CLOCK, ENABLE)에 의해 PL

L(PHASE LOCKED LOOP)을 구동시켜 안테나 입력 주파수 신호보다 원하는 중간 주파수만큼 작거나 큰 주파수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상기 중간 주파수 신호는 상기 중간 주파수 증폭기(317)에서 원하는 레벨의 신호로 

증폭된다. 상기 증폭된 중간 주파수 신호는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여 채널화(CHANNELIZING)하는 필터인 SAW BPF

(SURFACE ACOUSTIC WAVE BPF 319)로 보내진다. 상기 SAW BPF(319)는 주로 크리스탈이나 리튬 니오베이트

또는 리튬 탄탈레이트로 제작되며, 상기 재질들의 표면 탄성파 특성을 이용하여 설계되므로 필터의 인접 대역 제거 

특성이 매우 좋다.

한편, 상기 송신단(330)에서는 입력된 중간 주파수 신호를 상기 SAW BPF(339)에서 필터링하고 상기 중간 주파수 

증폭기(337)에서 원하는 레벨의 신호로 증폭한다. 상기 주파수 혼합기(335)에서는 상기 증폭된 중간 주파수 신호와 

상기 국부 발진기(320)에 의해 발생된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의 곱셈,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을 통해 무선 주파

수 대역의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는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터(333)로 보내진다. 여기서,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터(333)의 통과 대역의 중심 주파수는 상기 제어부(332)내의 제어 신호 발생기의 제어 신호에 의해서 가

변된다. 따라서 상기 중심 주파수에 따라 결정되는 통과 주파수 대역도 상기 중심 주파수의 의해서 가변된다. 상기 고

출력 증폭기(131)에서는 상기 필터링된 신호를 전력 증폭하여 안테나를 통해 상기 신호를 송출한다.

위에 언급한 가변 대역 통과 필터(313,333)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4는 도 3에 도시한 가변 대역 통과 필터(313,333)의 구성(a) 및 등가 회로(b)를 나타낸 상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a)은 복수개의 유전체 공진기와 전기적인 전압 신호에 의해 캐패시턴스의 값이 변화하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420)를 병렬 연결하여 구성한 가변 대역 통과 필터이다. (b)는 가변 대역 통과 필터를 구성하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420)와 복수개의 유전체 공진기를 등가 회로로 나타낸 것이다. 상기 복수개의 유전체 공진기는 복수개의 코

일과 복수개의 콘덴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가변 대역 통과 필터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420)의 캐피시턴스의 값에 따라 가변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중심 주파수에 따라 결정되는 주파수 대역을 가변하게 하는 필터를 말하는 것이다. 상기 캐패시턴스의 값에

의한 가변하는 중심 주파수는 제어 신호 발생기에서 나오는 제어 신호에 의해 조절된다. 즉,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

터의 상기 가변 용량 다이오드(420)의 캐피시턴스의 값은 상기 제어 신호 발생기에서 나오는 주파수 전압 제어 신호

에 의해 중심 주파수가 조절되어,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터는 중심 주파수에 따른 주파수 대역을 다중 주파수 대역으

로 가변할 수 있다.

도 5는 도4에 언급된 가변 용량 다이오드(420)의 간략화된 등가 회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가변 용량 다이오드(Variable Capacitance Diode)는 다이오드에 역전압을 걸면 전압의 크기에 따

라 공핍층의 두께가 변화하여 케패시턴스의 값인 Cv(콘덴서의 정전용량)이 변화하는 다이오드이다. 상기 가변 용량 

다이오드는 바랙터(Varactor) 또는 바리캡(Varicap)이라고도 부르며,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Automatic Frequency

Control: AFC)나 주파수 변조회로(Frequency Modulation: FM)에 많이 쓰인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가변 대역 통과 필터를 제어하는 제어부의 연결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제어부(640)는 제어 신호 발생기(600)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DIGITAL TO ANALOG CONVE

RTER: DAC)(620)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제어 신호 발생기(600)에서 인가된 전기적인 전압에 의해서 소정 비트

의 디지털 제어 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디지털 제어 신호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620)를 통해 아날로그 제어 신호

로 변화된다. 그리고, 상기 아날로그 제어 신호는 가변 대역 통과 필터(660)의 중심 주파수를 조절한다.

즉, 상기 제어 신호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로 제공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가변 용량 다이오드는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에 따라 공핍층의 두께가 변화하여 캐패시턴스 Cv(콘덴서의 정전용량)가 조절된다. 상기 캐패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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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값은 가변 대역 통과 필터의 중심 주파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터의 중심 주파수가 조절되고, 상기 중심 주파수에 따라 결정되는 통과 주파수 대역이 가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기 제어 신호는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터의 통과 주파수 대역을 조절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다중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송수신장치의 중심 주파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가변 대역 통과 필터의 중심 주파수는 제어 신호의 전압에 따라 가변된다. 즉, 수신단의 수신 주파수

대역은 특정 중심 주파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fr1, fr2, fr3으로 가변되고 이러한 중심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다중

주파수 대역에서의 송신단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송신단의 송신 대역의 중심 주파수도 ft1, ft2, ft3으로 가변되며, 

이러한 중심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다중 주파수 대역에서의 수신단 구성이 가능하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

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

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가변 용량 다이오드를 이용한 가변 대역 통과 필터를 송수신장치에 구현한다. 즉, 서로 상이한 주파수 밴드

의 중심 주파수를 전기적인 전압에 따라 가변하여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송수신장치를 교체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대역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시스템의 송수신 장치에 있어서,

서비스 주파수 대역에 따라 중심주파수를 조절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제어신호에 따라 중심 주파수를 결정하여 입력 신호를 필터링하는 가변 대역 통과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신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디지털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신호 발생기와,

상기 디지털 제어 신호를 아날로그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가변 통과 대역 필터로 제공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

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신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터는,

상기 제어 신호에 의해 캐패시턴스 값이 조절되어 상기 중심 주파수를 결정하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를 포함하여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신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국부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발생기와,

상기 국부발생기에서 생성된 국부발진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가변 대역 통과 필터의 출력 신호를 중간주파수 신호로 

변환하는 주파수 혼합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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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중간주파수 신호를 증폭하는 중간 주파수 증폭기와,

상기 증폭된 중간주파수 신호를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 필터링하는 SAW 대역 통과 필터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신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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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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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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