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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 모드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및 신호 처리 방법

요약

공통으로 사용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또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이용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및 이를

이용하여 송수신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다수의 통신 규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샘플링률들을 선택하여 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에서는 하나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송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

리기에서는 하나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대표도

도 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디지털 송수신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의한 싱글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부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의한 수신용 듀얼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부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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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수신용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다른 수신용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송신용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다른 송신용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송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400, 500 :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410 :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440 :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670, 795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송수신기 및 디지털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샘플링률(Sampling Rate)의 조절에 의

해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또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날로그 베이스 밴드 처리부 및 이를 구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일반

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변환은 전송로 상에서 발생되는 신호의 감쇄를 최소화하고 신호에 포함된 정보를 정확하게 송수신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은 수신기에서 주로 사용되며, 디지

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은 송신기에서 주로 사용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디지털 송수신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 기술에 의한 디지털 송수신기는 RF처리부(102), IF처리부(104), 아날로그 베이스밴드(Analog

BaseBand, ABB) 처리부 및 디지털 베이스밴드(Digital BaseBand, DBB) 처리부를 포함한다.

RF처리부(102)는 수신기의 경우,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RF신호를 복조하여 IF신호로 변환하는 중간 주파수 변환 또는 베

이스밴드로 직접 변환하는 직접 변환을 수행한다. 또한, 송신기의 경우는, 베이스밴드의 신호나 IF신호를 변조하여 안테나

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F처리부(104)는 중간 주파수 변환이 사용되는 경우에 채용되는 것으로 수신시에는 IF신호를 베이스밴드로 변환하며, 송

신시에는 베이스밴드의 신호를 IF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부(106)는 수신시에는 입력된 아날로그의 베이스밴드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고 샘플링

률을 변환하여 디지털 베이스밴드(Digitagl BaseBand) 처리부로 전송하고, 송신시에는 수신된 디지털 신호의 샘플링률을

변환한 다음, 디지털/아날로그 변환하여 아날로그의 베이스밴드 신호를 출력한다.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108)는 수신시에 주로 신호 복조와 채널 디코딩을 수행하며, 송신시에는 주로 신호 변조와 채

널 코딩을 수행한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의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부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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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종래 기술에 의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부는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수신단(210) 및 아날로그 베이스

밴드 송신단(230)을 포함한다.

상기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수신단(210)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212) 및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213)을 가진다.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212)는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신호를 디지털 변환하고,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213)

는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필터링하고 샘플률을 변경하여 디지털 베이스밴드(Digital BaseBand)처리부(240)로 전송한다.

이를 위해 상기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213)는 데시메이터(214) 및 제1 샘플률 변환기(216)을 구비한다.

데시메이터(214)는 제1 저역 통과 필터 LPF1(2141) 및 제1 다운 샘플러(2143)로 이루어진다. 상기 데시메이터(214)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에 의해 발생된 이산 시간 신호(descrite time signal)의 샘플링률을 감소시킨다. 즉, 데시메이터

(214)의 동작인 데시메이션은 수열로 표현되는 이산 시간 신호를 다시 샘플링하는 것이다. 데시메이션은 소정의 차단주파

수를 가진 제1 저역 통과 필터(2141)를 사용하여 이산 시간 신호의 에일리어싱의 발생을 방지하고, 제1 다운 샘플러

(2143)를 이용하여 샘플링률을 정수배 R1로 다운 샘플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신호의 샘플률이

f1인 경우, 데시메이터의 출력신호의 샘플률은 f1/R1이 된다.

제1 샘플률 변환기(216)는 제1 업 샘플러(2161), 제2 저역 통과 필터(2163) 및 제2 다운 샘플러(2165)를 가진다. 상기 제

1 샘플률 변환기(216)는 샘플링률을 유리수배로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입력 신호를 정수배 M1로 업 샘플링하기

위한 제1 업 샘플러(2161), 상기 제1 업 샘플러에 의한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한 제2 저역 통과 필터(2163) 및 상기 제

2 저역 통과 필터(2163)의 출력 신호를 정수배 L1로 다운 샘플링하기 위한 제2 다운 샘플러(2165)를 통과한 제1 샘플률

변환기(216)의 출력신호의 샘플률은 f1/R1*M1/L1이 된다.

상기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송신단(230)은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231) 및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236)를 가진다.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231)는 제2 샘플률 변환기(232) 및 보간기(Interpolator)(234)를 구비한다.

상기 제2 샘플률 변환기(232)는 제2 업 샘플러(2321), 제3 저역 통과 필터(2323) 및 제3 다운 샘플러(2325)를 가진다. 제

2 샘플률 변환기는 입력되는 신호의 샘플률을 유리수배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코딩된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

(240)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이 f2/P2*L2/M2인 경우, 입력신호를 정수배 M2로 업 샘플링하기 위한 제2 업 샘플러

(2321), 업 샘플링된 신호의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한 제3 저력 통과 필터(2323) 및 입력되는 신호를 정수배 L2로 감

소시키기 위한 제3 다운 샘플러(2325)를 통과한 신호의 샘플률은 f2/L2가 된다.

보간기(234)는 제3 업 샘플러(2341) 및 제4 저역 통과 필터(2343)를 구비한다. 보간기(234)는 에일리어싱이 생기지 않도

록 샘플링률이 변환된 제2 샘플링 변환기(232)의 출력신호의 샘플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수배 P2로 업

샘플링하기 위한 제3 업 샘플러(2341) 및 업 샘플링된 신호의 에일리어싱을 제거한기 위한 제4 저역 통과 필터(2343)가

구비된다. 따라서, 보간기의 출력신호의 샘플링률은 f2가 된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236)는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FR처리부 또는 IF처리부로 송신한

다.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240)에 입력되는 신호의 샘플률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출력 샘플률 f1, 및 상기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213)의 세 개의 변수 R1, M1 및 L1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상기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240)의

입력신호의 샘플률은 통신 규약에 의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240)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도 통신 규약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하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과

3세대 이동 통신의 주류가 되고 있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하는 cdma2000과 W-CDMA

(Wideband CDMA) 각각이 가지는 통신 규약은 서로 상이하다.

서로 상이한 통신 규약을 가지는 통신 시스템이 병합된 다중 모드 통신 시스템에서는 상기 상이한 통신 규약 때문에 아날

로그 베이스 밴드 처리부를 병렬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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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종래 기술에 의한 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부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부는 GSM/EDGE용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00),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310), W-CDMA용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40) 및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350)를 가진다.

상기 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부는 GSM/EDGE 신호 및 W-CDMA 신호를 선택적으로 신호 처리한다. 즉, 각각의

통신 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2개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각각의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구성과 기능은 상기 도 2에서 도신된 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부의 구성 및 기능

과 동일하다.

따라서, 상기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310)는 제1 데시메이터(320) 및 제1 샘플률 변환기(330)를 가진다. 상기 제1 데

시메이터(320)는 제1 저역 통과 필터(322) 및 제1 다운 샘플러(324)를 구비한다. 제1 샘플률 변환기(330)는 제1 업 샘플

러(332), 제2 저역 통과 필터(334) 및 제2 다운 샘플러(336)를 구비한다.

또한, W-CDMA 신호가 처리되는 경로는 W-CDMA용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40) 및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350)

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350)는 제2 데시메이터(360) 및 제2 샘플률 변환기(370)를 가진다. 상기 제2 데시메이터

(360)는 제3 저역 통과 필터(362) 및 제3 다운 샘플러(364)를 구비한다. 제2 샘플률 변환기(370)는 제2 업 샘플러(372),

제4 저역 통과 필터(374) 및 제2 다운 샘플러(376)를 구비한다.

즉, GSM을 기반으로 발전되어온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비동기 방식에서 2세대인

GSM/EDGE(Enhanced Data rates for the GSM Evolution)와 3세대인 W-CDMA가 병합된 수신기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및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를 각각의 시스템마다 별개로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2개의 시스템이 병합된 듀얼 모드 송수신기 또는 2개 이상의 시스템이 병합된 멀티 모드 송수신기의 경우, 과도한

공간이 요구되며, 송수신기의 복잡도가 증가되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멀티 모드 송수신기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멀티 모드 아

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멀티 모드 송수신기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의 처리방법을 제

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입력신호를 디지털 변환하기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상기 디지털 변환

된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의 샘플률을 변경하기 위한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및 상기 제1 수

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입력 신호의 선택에 대해 상보적으로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

호의 샘플률을 변경하기 위한 제2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를 포함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 밴드 처리기를 제

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제1 목적은, 제1 입력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입력신호의 샘플률을 변환하기 위한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 상기 제1 입력신호의 수신에 대해 상보적으로 제2 입력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2 입력신호의 샘플률을 변환

하기 위한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 및 상기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 또는 상기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를 아날로그 변환하기 위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포함하는 멀티모드 아날

로그 베이스 밴드 처리기의 제공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제1 목적은, 입력 신호를 디지털 변환하기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의 샘플률을 변경하기 위한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상기 제1 수신용 디지털

등록특허 10-0593176

- 4 -



프론트 엔드부의 입력 신호의 선택에 대해 상보적으로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의 샘플률을

변경하기 위한 제2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제1 디지털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1 디지털 입력 신호의 샘플률

을 변환하기 위한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상기 제1 디지털 입력 신호의 수신에 대해 상보적으로 제2 디지털 입

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2 디지털 입력 신호의 샘플률을 변환하기 위한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및 상기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또는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를 아날로그 변

환하기 위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포함하는 송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의 제공을 통해 달성된다.

상기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입력신호를 디지털 변환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

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제1 샘플률로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의 선택에 대해 상보적으로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를 제2 샘플률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

리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제2 목적은, 제1 입력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1 입력신호를 소정의 샘플률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제1 입력신호의 수신에 대해 상보적으로 제2 입력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2 입력신호를 상기 제1 입력신호의 샘플률과

동일한 샘플률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소정의 샘플률로 변환된 제1 입력신호 또는 상기 제1 입력신호의 샘플률과 동일

한 샘플률로 변환된 제2 입력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를 아날로그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드 아날로

그 베이스밴드 처리 방법의 제공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수신용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수신용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400),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

부(410) 및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440)를 가진다.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400)는 입력신호인 아날로그 형태의 RF신호 또는 IF신호를 샘플링률 f1을 가진 디지털 신

호로 변환한다.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410)는 셈플링률 f1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유리수 배의 샘플링률로 변환한다. 유리수배의

샘플링률 변환을 위해 상기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410)는 제1 데시메이터(420) 및 제1 샘플링률 변환기(430)를 구비

한다.

상기 제1 데시메이터(420)는 f1의 샘플링률로 디지털 변환된 신호의 에일리어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의 차단 주

파수를 가진 제1 저역 통과 필터(422)를 가진다. 또한, 상기 제1 데시메이터(420)는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의 샘플링률을

정수배로 다운 샘플링하기 위해 제1 다운 샘플러(424)를 구비한다. 상기 제1 다운 샘플러(424)는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의

샘플링률을 R1(R1은 정수)배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제1 샘플링률 변환기(430)는 상기 제1 데시메이터(420)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을 M1/L1의 비율로 변환시

킨다. 이를 위해 상기 제1 샘플링률 변환기(430)는 제1 데시메이터(420)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을 M1배로 업 샘

플링하기 위한 제1 업 샘플러(432)를 가진다. 또한, 상기 업 샘플링된 제1 업 샘플러(432)의 출력신호에 의해 발생되는 에

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제1 샘플링률 변환기(430)는 제2 저역 통과 필터(434)를 구비한다. 제2 저역 통과 필터

(434)의 출력신호는 제2 다운 샘플러(436)에 입력되고, 상기 제2 다운 샘플러(436)는 제2 저역 통과 필터(430)의 출력신

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을 L1배로 다운 샘플링한다. 따라서, 상기 제1 샘플링률 변환기(430)는 제1 데시메이터(420)의 출

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을 M1/L1의 비율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실시예에서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410)는 GSM/EDGE 신호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2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인 GSM/EDGE에서,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470)의 입출력 샘플링률은 1.625/N1 Msps(Mega samples per

second)(N1은 1보다 큰 정수)이므로,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470)에 입력되는 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 f1/R1*M1/

L1은 1.625/N1 Msps이다(R1, M1, L1, N1은 1보다 큰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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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440)는 샘플링률 f1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유리수 배의 샘플링률로 변환한다. 유리수 배의

샘플링률 변환을 위해 상기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440)는 제2 데시메이터(450) 및 제2 샘플링률 변환기(460)를 구비

한다.

상기 제2 데시메이터(450)는 소정의 차단 주파수를 가진 제3 저역 통과 필터(452) 및 디지털 신호의 샘플링률을 R2(R2는

정수)배로 다운 샘플링하기 위해 제2 다운 샘플러(454)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제2 샘플링률 변환기(460)는 상기 제2 데시메이터(450)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을 M2/L2의 비율로 변

환시킨다. 이를 위해 상기 제2 샘플링률 변환기(460)는 제2 업 샘플러(462), 제4 저역 통과 필터(464) 및 제4 다운 샘플러

(466)를 구비한다. 제2 데시메이터(450)의 출력신호는 제2 업 샘플러(462)에 의해 업 샘플링되고, 업 샘플링된 신호의 에

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해 제4 저역 통과 필터(464)는 소정의 차단 주파수 이상의 성분을 필터링한다. 필터링된 신호는 제

4 다운 샘플러(466)에 의해 다운 샘플링된다. 따라서 W-CDMA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에 입력되는 신호가 가지는 샘

플링률은 f1/R2*M2/L2이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440)는 W-CDMA 신호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디지털 베이

스밴드 처리부(470)의 입출력 샘플링률은3.84*N2(N2는 1보다 큰 정수)Msps이므로,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470)에

입력되는 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 f1/R2*M2/L2는 3.84*N2 Msps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GSM/EDGE 신호와 W-CDMA 신호를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신호의 처리를 위해

2개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가 요구되지 않고 하나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 상기 2개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GSM/EDGE 신호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410)가 활성화되어 신호를 처리하고,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440)는 신호의 처리가 정지된다. 또한, W-CDMA 신호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기 제1 디지털 프론

트 엔드부(410)는 신호의 처리가 정지되고,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440)가 활성화되어 신호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상

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400)의 샘플링률 f1을 2개의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들이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서 실현된다. 즉,

f1, R1, M1, L1, R2, M2, L2, N2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공통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사용을 실현할 수 있다.

예컨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샘플링률 f1을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범위로 제한한 다음, 나머지 변수들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기 다수의 변수들의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상술한 변수들의 선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샘플링률 f1을 결정한다.

바람직하게는 샘플링률 f1은 구현이 용이한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예를 들면 샘플링률 f1은 25 MHz 이상 35 MHz 미만의

값으로 결정한다.

둘째, GSM/EDGE 및 W-CDMA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의 입력 샘플링률 N1 및 N2를 결정한다.

통상적인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의 설계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N1의 값은 6이며, N2의 값은 2이므로, N1의 값은 6

으로, N2의 값은 2로 결정한다.

셋째, 각 데시메이터들과 샘플링률 변환기들의 샘플링률들 R1, M1, L1, R2, M2, L2의 범위를 결정한다.

GSM/EDGE 신호인 경우, f1/R1*M1/L1은 1.625/N1 Msps이고, W-CDMA의 경우, f1/R2*M2/L2는 3.84*N2 Msps이

므로 상기 2개의 식을 만족하는 데시메이터들과 샘플링률 변환기들의 샘플링률들은 다수 존재한다. 다만, 하드웨어로의

구현시 복잡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변수들의 선택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샘플링률 변환기에는

업 샘플러와 다운 샘플러가 존재하는데, 업 샘플러의 샘플링률이 다운 샘플러의 샘플링률보다 샘플링률 변환기의 하드웨

어의 복잡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따라서,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업 샘플러들의 샘플링

률 M1, M2를 가능한 작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다운 샘플러들의 샘플링률 R1, L1, R2, L2도 가능한 작은 값

을 선택한다면, 하드웨어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변수들의 선택 방법은 하드웨어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 설명하였으나, 정보 전달의 정확

도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택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주지의 사실이다.

넷째, 상기 단계들에따라 다음의 수학식1을 만족하는 변수들의 집합들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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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다섯째, 상기 네 번째 단계에서 구해진 집합들 중에서 주어진 f1에 대해 M1+M2+R1+L1+R2+L2가 작은 값을 선택한

다.

다음의 표1은 N1이 6이고, N2가 2인 경우 상기 수학식1을 만족하는 각 변수들의 조합을 도시한 것이다.

[표 1]

수학식 1을 만족하는 변수들의 조합

 f1(MHz)  R1  M1  L1  R2  M2  L2  M1+M2  R1+L1+R2+L2

 27.7333  16  5  32  5  18  13  23  66

 32  5  16  13  18  5  23  66

 28.0  32  13  42  7  48  25  61  106

 32  13  42  25  48  7  61  106

 42  13  32  7  48  25  61  106

 42  13  32  25  48  7  61  106

 30.0  36  13  40  5  32  25  45  106

 36  13  40  25  32  5  45  106

 31.2  24  5  24  5  16  13  21  66

 24  5  24  13  16  5  21  66

 32.0  32  13  48  5  6  5  19  90

 48  13  32  5  6  5  19  90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다른 수신용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수신용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는 cdma-2000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제3 디지털 프

론트 엔드부(570)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GSM/EDGE 신호를 처리하는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및 W-CDMA 신호를 처리하는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구성 및 동작은 설명을 생략하고

cdma-2000 신호를 처리하는 제3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570)에 대해 이하 설명한다.

상기 제3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570)는 제3 데시메이터(580) 및 제3 샘플률 변환기(590)를 구비한다.

제3 데시메이터(580)는 f1의 샘플링률로 디지털 변환된 신호의 에일리어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의 차단 주파수

를 가지는 제5 저역 통과 필터(582)를 가진다. 또한 제3 데시메이터(580)는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의 샘플링률을 정수배로

다운 샘플링하기 위해 제5 다운 샘플러(584)를 구비한다. 상기 제5 다운 샘플러(584)는 입력신호의 샘플링률을 R3(R3은

1보다 큰 정수)배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제3 샘플률 변환기(590)는 상기 제3 데시메이터(580)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을 M3/L3의 비율로 변환시킨

다. 이를 위해 상기 제3 샘플링률 변환기(590)는 제3 데시메이터(580)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을 M3배로 업 샘플

링하기 위한 제3 업 샘플러(592)를 가진다. 또한, 상기 업 샘플링된 제3 업 샘플러(592)의 출력신호에 의해 발생되는 에일

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제3 샘플링률 변환기(590)는 제6 저역 통과 필터(594)를 구비한다. 제6 저역 통과 필터

(594)의 출력신호는 제6 다운 샘플러(596)에 입력되고, 상기 제6 다운 샘플러(596)는 제6 저역 통과 필터(594)의 출력신

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을 L3배로 다운 샘플링한다. 따라서, 상기 제3 샘플링률 변환기(590)는 제3 데시메이터(580)의 출

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을 M3/L3의 비율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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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 제3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570)는 cdma-2000신호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3세대 동기식 통

신 시스템인 cdma-2000에서,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598)의 입출력 샘플링률은 1.2288*N3(N3는 1보다 큰 정수)

Msps이므로,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598)에 입력되는 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 f1/R3*M3/L3는 1.2288*N3 Msps이

다(단, R3, M3, L3, N3는 1보다 큰 정수).

따라서, 상기 도 5에서는 EDGE 신호, W-CDMA 신호 및 cdma-2000 신호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cdma-

2000 신호가 입력되고 처리되는 통신환경에서는 상기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510) 및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540)

의 신호의 처리는 중지되며, 제3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570)가 신호를 처리하게 된다.

상술한 3가지 통신 시스템에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500)가 공통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기 도4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각각의 샘플링률에 대한 변수들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변수들은 다음의 수학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학식 2

표 2는 N1이 6, N2가 2, N3이 2로 정의되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샘플링률 f1을 25 MHz 이상 35 MHz 미만으로 정

의한 경우, 수학식 2를 만족하는 변수들의 조합을 도시한 표이다.

[표 2]

수학식2을 만족하는 변수들의 조합

 f1(MHz)  R1  M1  L1  R2  M2  L2  R3  M3  L3

 28.4444  64  39  64  10  27  10  25  54  25

 32  32  13  48  5  6  5  25  48  25

 32  48  13  32  5  6  5  25  48  25

 33.28  48  25  64  12  3  1  25  24  13

 33.28  64  25  48  1  3  13  25  24  13

 33.28  64  25  48  12  3  1  25  24  13

또한, 본 실시예의 도 4에서는 2개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GSM/EDGE 신호 및 W-CDMA 신호가 입력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GSM/EDGE 신호, W-CDMA 신호 및 cdma-2000 신호들중 임의의 2개를 선택하여 신호

를 처리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 개시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GSM/EDGE, W-CDMA, cdma-2000, GPS, Bluetooth, W-LAN등에도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의 표3은 cdma-2000 신호와 GPS신호를 하나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디지털 변환하고,

각각의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를 구비하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를 경우, 상기 도 4에 적합한 변수들의 조합이 도시된

표이다.

[표 3]

cdma-2000신호 및 GPS신호의 신호처리를 만족하는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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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MHz)  R1  M1  L1  R2  M2  L2

 31.744  5  48  31  16  33  16

 33.792  5  16  11  16  31  16

 11  16  5  16  31  16

N1, R1, M1, L1은 cdma-2000신호의 신호처리를 위한 변수들이며, N2, R2, M2, L2는 GPS신호의 신호처리를 위한 변

수들이다. 또한, N1은 8, N2는 4로 정의한다.

실시예 2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송신용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을 참도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송신용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는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610),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640) 및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670)를 가진다.

상기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610)는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600)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의 샘플링률을 유리

수 배로 변환하기 위해 제1 샘플링률 변환기(620) 및 제1 보간기(Interpolator)(630)를 가진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 샘플링률 변환기(620)는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600)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의 샘플링률을 M1배

로 업 샘플링하기 위한 제1 업 샘플러(622), 업 샘플링된 신호의 에일리어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1 저역 통과 필터

(624) 및 상기 제1 저역 통과 필터(624)의 출력신호의 샘플링률을 L1배로 다운 샘플링하기 위한 제1 다운 샘플러(626)를

가진다.

상기 제1 보간기(630)는 상기 제1 다운 샘플러(626)에 의해 없어진 샘플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통상적

으로 보간기와 업 샘플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제1 보간기(630)는 다운 샘플링에 의해 없어진 샘플을 보충

해주기 위해 제2 업 샘플러(632)를 가진다. 또한, 상기 제1 보간기(630)는 업 샘플링에 의해 발생되는 에일리어싱을 방지

하기 위해 제2 저역 통과 필터(634)를 구비한다.

상기 제2 저역 통과 필터(634)를 통과한 샘플링률이 f1로 변경된 신호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670)로 입력되어 RF처

리부 또는 IF처리부로 입력된다.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670)의 입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이 f1이기 위해서, 디

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600)의 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은 f1/P1*L1/M1이 되어야 한다.

상기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640)는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600)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의 샘플링률을 유리

수 배로 변환하기 위해 제2 샘플링률 변환기(650) 및 제2 보간기(660)를 가진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2 샘플링률 변환기(650)는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600)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의 샘플링률을 M2배

로 업 샘플링하기 위한 제3 업 샘플러(652), 업 샘플링된 신호의 에일리어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3 저역 통과 필터

(654) 및 상기 제3 저역 통과 필터(654)의 출력신호의 샘플링률을 L2배로 다운 샘플링하기 위한 제2 다운 샘플러(656)를

가진다.

상기 제2 보간기(660)는 상기 제2 다운 샘플러(656)에 의해 없어진 샘플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제2 보간기

(660)는 다운 샘플링에 의해 없어진 샘플을 보충해주기 위해 제4 업 샘플러(662)를 가진다. 또한, 상기 제2 보간기(660)는

업 샘플링에 의해 발생되는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해 제4 저역 통과 필터(664)를 구비한다.

상기 제4 저역 통과 필터(664)를 통과한 샘플링률이 f1로 변경된 신호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670)로 입력되어 RF처

리부 또는 IF처리부로 입력된다.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670)의 입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이 f1이기 위해서, 디

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600)의 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은 f1/P2*L2/M2이 되어야 한다.

즉, 통신규약을 달리하는 2개의 통신시스템 신호가 선택적으로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670)에 입력되고 변조를 위

한 아날로그 변환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학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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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또한, 상기 제1 실시예에서 설명된 바대로, 2개의 신호의 선택은 GSM/EDGE, W-CDMA, cdma-2000, GPS, Bluetooth,

W-LAN등에도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각 변수들의 선택은 필터의 구현의 용이성과 하드웨어의 복잡도의 감소를 위해 상기 제1 실시예에서

개시한 바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다른 송신용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7를 참조하면, 상기 송신용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는 cdma-2000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제3 디지털 프

론트 엔드부(770)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GSM/EDGE 신호를 처리하는

제1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710) 및 W-CDMA 신호를 처리하는 제2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740)의 구성 및 동작은 설명을

생략하고 cdma-2000 신호를 처리하는 제3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770)에 대해 이하 설명한다.

상기 제3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770)는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의 샘플링률을 유리수 배

로 변환하기 위해 제3 샘플링률 변환기(780) 및 제3 보간기(790)를 가진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3 샘플링률 변환기(780)는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700)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의 샘플링률을 M3배

로 업 샘플링하기 위한 제5 업 샘플러(782), 업 샘플링된 신호의 에일리어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5 저역 통과 필터

(784) 및 상기 제5 저역 통과 필터(784)의 출력신호의 샘플링률을 L3배로 다운 샘플링하기 위한 제3 다운 샘플러(786)를

가진다.

상기 제3 보간기(790)는 상기 제3 다운 샘플러(786)에 의해 없어진 샘플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제3 보간기

(790)는 다운 샘플링에 의해 없어진 샘플을 보충해주기 위해 제6 업 샘플러(792)를 가진다. 또한, 상기 제3 보간기(790)는

업 샘플링에 의해 발생되는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해 제6 저역 통과 필터(794)를 구비한다.

상기 제6 저역 통과 필터(794)를 통과한 샘플링률이 f1로 변경된 신호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795)로 입력되어 RF처

리부 또는 IF처리부로 입력된다.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795)의 입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이 f1이기 위해서, 디

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700)의 신호가 가지는 샘플링률은 f1/P3*L3/M3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 도 7에서 도시된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들은 3가지 종류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처리하고 공통된 디지털/아날

로그 변환기(795)를 사용하여 RF 처리부 또는 IF처리부로 전송할 수 있다.

예컨대, 3가지 종류의 신호가 GSM/EDGE, W-CDMA 및 cdma-2000인 경우는 다음의 수학식을 만족하도록 변수들이 선

택되어야 한다.

수학식 4

또한, 3가지 종류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들중 하나를 선태적으로 처리하는 상기 도 7의 송신 시스템은 GSM/

EDGE, W-CDMA, cdma-2000, GPS, Bluetooth, W-LAN등에도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실시예 3

도 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송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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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을 참조하면, 상기 송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는 입력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아날로그/디

지털 변환기(800),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선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10), 상기 제

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10)의 선택적 신호 처리에 대해 상보적으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제2 수신용 디지털 프

론트 엔드부(830), 디지털 베이스밴드 처리부(850)의 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60), 상기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60)의 신호 처리에 대해 상보적으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80) 및 상기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60) 또는 상기 제2 송신용 디지털 트론트 엔드부(880)의 출력신

호를 아날로그 변환하기 위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890)를 포함한다.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800),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10) 및 제2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30)의

구성 및 작용은 상기 제1 실시예에서 개시된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상기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10)는 제1 데시메이터(812) 및 제1 샘플링률 변환기(816)를 가진다. 바

람직하게는 상기 제1 데시메이터(812)는 제1 저역 통과 필터(813) 및 제1 다운 샘플러(814)를 가진다, 또한, 제1 샘플링

률 변환기(816)는 제1 업 샘플러(817), 제2 저역 통과 필터(818) 및 제2 다운 샘플러(819)를 가진다.

또한, 상기 제2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30)는 제2 데시메이터(832) 및 제2 샘플링률 변환기(836)를 가진다. 바람

직하게는 상기 제2 데시메이터(832)는 제3 저역 통과 필터(833) 및 제3 다운 샘플러(834)를 가진다. 또한, 제2 샘플링률

변환기(836)는 제2 업 샘플러(837), 제4 저역 통과 필터(838) 및 제4 다운 샘플러(839)를 가진다.

상기 제1 및 제2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10,830)는 통신 규약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공통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800)를 사용하며, 2개의 통신 시스템 신호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은 제1 실시예에서 개시된

바와 동일하다.

상기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60),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80) 및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890)의

구성 및 작용은 상기 제2 실시예에서 개시된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상기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60)는 제3 샘플링률 변환기(862) 및 제1 보간기(866)를 가진다. 상기 제

3 샘플링률 변환기(862)는 제3 업 샘플러(863), 제5 저역 통과 필터(864) 및 제5 다운 샘플러(865)를 구비한다. 또한, 상

기 제1 보간기(866)는 제4 업 샘플러(867) 및 제6 저역 통과 필터(868)를 구비한다.

상기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880)는 제4 샘플링률 변환기(882) 및 제2 보간기(886)를 가진다. 상기 제4 샘플링

률 변환기(882)는 제5 업 샘플러(883), 제7 저역 통과 필터(884) 및 제6 다운 샘플러(885)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제2 보

간기(886)는 제6 업 샘플러(887) 및 제6 저역 통과 필터(888)를 가진다.

상술한 송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 밴드 처리기는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들이 GSM/EDGE 및 W-CDMA 방식의 신

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된 경우,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들도 동일한 방식의 신호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되

어야 한다.

또한, 3개 이상의 통신 방식의 신호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송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 밴드 처리기는 수신용 디지

털 프론트 엔드부를 통신 방식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비하여야 하며,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또한 이에 적합하게 구

비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라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구성할 경우, 다수의 통신 규약에 따른 신호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더라도 하

나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또는 하나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하드웨어의 복잡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 구성의 복잡도에서 발생되는 신호처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공통된 아날로그/변환기 또는 공통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사용하여, 멀티모드 송수

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의 복잡성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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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신호를 공통 샘플률에 의해 디지털 변환하기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상기 디지털 변환된 제1 디지털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1 디지털 신호의 상기 공통 샘플률을 제1 샘

플률로 변경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및

상기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입력 신호의 선택에 대해 상보적으로 상기 디지털 변환된 제2 디지털 신호를 수

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2 디지털 신호의 상기 공통 샘플률을 상기 제1 샘플률과 상이한 제2 샘플률로 변경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2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를 포함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는,

상기 제1 디지털 신호의 상기 공통 샘플률을 1/R1(R1은 자연수)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1 데시메이터; 및

상기 제1 데시메이터의 출력신호의 샘플률을 M1/L1(M1,L1은 자연수)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1 샘플률 변환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시메이터는,

상기 제1 디지털 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1 저역 통과 필터; 및

상기 제1 저역 통과 필터의 출력이 가지는 상기 공통 샘플률을 1/R1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1 다운 샘플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샘플률 변환기는,

상기 제1 데시메이터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을 M1배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1 업 샘플러;

상기 제1 업 샘플러의 출력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2 저역 통과 필터; 및

상기 제2 저역 통과 필터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을 1/L1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2 다운 샘플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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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는,

상기 제2 디지털 신호의 상기 공통 샘플률을 1/R2(R2는 자연수)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2 데시메이터; 및

상기 제2 데시메이터의 출력신호의 샘플률을 M2/L2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2 샘플률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시메이터는,

상기 제2 디지털 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3 저역 통과 필터; 및

상기 제3 저역 통과 필터의 출력이 가지는 상기 공통 샘플률을 1/R2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3 다운 샘플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샘플률 변환기는,

상기 제2 데시메이터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을 M2배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2 업 샘플러;

상기 제2 업 샘플러의 출력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3 저역 통과 필터; 및

상기 제3 저역 통과 필터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을 1/L2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4 다운 샘플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 밴드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출력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3 디지털 신호의 상기 공통 샘플률을 상

기 제1 샘플률 및 상기 제2 샘플률과 각각 상이한 제3 샘플률로 변경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3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출력 신호는,

상기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제2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또는 제3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에 선택

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는 GSM방식의 신호를 처리하고, 상기 제2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는 W-CDMA방식의 신호를 처리하며, 상기 제3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는 cdma-2000방식의 신호를 처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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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 샘플률로 샘플링된 제1 입력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1 입력신호의 상기 제1 샘플률을 공통 샘플률로 변경하

여 출력하기 위한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상기 제1 샘플률과 상이한 제2 샘플률로 샘플링된 제2 입력신호를 상기 제1 입력신호의 수신에 대해 상보적으로 수신하

고, 상기 수신된 제2 입력신호의 상기 제2 샘플률을 상기 공통 샘플률로 변경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

트 엔드부; 및

상기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또는 상기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

를 아날로그 변환하기 위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포함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는,

상기 제1 입력신호의 상기 제1 샘플률을 M1/L1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1 샘플률 변환기; 및

상기 제1 샘플률 변환기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을 P1배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1 보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샘플률 변환기는,

상기 제1 입력신호의 상기 제1 샘플률을 M1배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1 업 샘플러;

상기 제1 업 샘플러의 출력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1 저역 통과 필터; 및

상기 제1 저역 통과 필터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을 1/L1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1 다운 샘플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보간기는,

상기 제1 샘플률 변환기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을 P1배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2 업 샘플러; 및

상기 제2 업 샘플러의 출력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2 저역 통과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는,

상기 제2 입력신호의 상기 제2 샘플률을 M2/L2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2 샘플률 변환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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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샘플률 변환기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을 P2배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2 보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샘플률 변환기는,

상기 제2 입력신호의 상기 제2 샘플률을 M2배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3 업 샘플러;

상기 제3 업 샘플러의 출력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3 저역 통과 필터; 및

상기 제3 저역 통과 필터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을 1/L2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2 다운 샘플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보간기는,

상기 제2 샘플률 변환기의 출력신호가 가지는 샘플률을 P2배의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제4 업 샘플러; 및

상기 제4 업 샘플러의 출력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4 저역 통과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 밴드는,

상기 제1 샘플률 및 상기 제2 샘플률과 각각 상이한 제3 샘플률로 샘플링된 제3 입력 신호를 상기 제1 입력신호 및 제2 입

력신호의 수신과 상보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3 입력신호의 상기 제3 샘플률을 상기 공통 샘플률로 변경하여 출

력하기 위한 제3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는,

상기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출력신호, 상기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출력신호 또는 상기 제3 송

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출력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디지털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입력신호는 GSM방식의 신호이며, 상기 제2 입력신호는 W-CDMA방식의 신호이며, 상기 제3

입력신호는 cdma-2000방식의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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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신호를 공통 샘플률에 의해 디지털 변환하기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의 상기 공통 샘플률을 제1 샘플률로 변경하여 출력하기 위

한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상기 제1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입력 신호의 선택에 대해 상보적으로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의 상기 공통 샘플률을 상기 제1 샘플률과 상이한 제2 샘플률로 변경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2 수신용 디지털 프

론트 엔드부;

상기 제1 샘플률로 샘플링된 제1 디지털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1 디지털 입력 신호의 상기 제1 샘플률을

상기 공통 샘플률로 변경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상기 제1 샘플률과 상이한 상기 제2 샘플률로 샘플링된 제2 디지털 입력 신호를 상기 제1 디지털 입력 신호의 수신에 대해

상보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2 디지털 입력 신호의 상기 제2 샘플률을 상기 공통 샘플률로 변경하여 출력하기 위

한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및

상기 제1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 또는 제2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를 아

날로그 변환하기 위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포함하는 송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출력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의 상기 공통 샘플률을 상기 제1 샘플률 및 상기 제2 샘플률과 각각 상이한 제3 샘플률로 변경

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3 수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용 아날로그 베이스 밴드 처리기는,

상기 제1 샘플률 및 상기 제2 샘플률과 각각 상이한 제3 샘플률로 샘플링된 제3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3

입력신호의 상기 제3 샘플률을 상기 공통 샘플률로 변경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3 송신용 디지털 프론트 엔드부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기.

청구항 24.

입력신호를 공통 샘플률에 의해 디지털 변환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의 상기 공통 샘플률을 제1 샘플률로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의 선택에 대해 상보적으로 상기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의 공통 샘플

률을 상기 제1 샘플률과 상이한 제2 샘플률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신호를 디지털 변환하는 단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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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신호의 제1 샘플률로의 변경 및 상기 수신된 신호의 제2 샘플률로의 변경과 상보적으로 상기 수신된 신호를

상기 제1 샘플률 및 상기 제2 샘플률과 각각 상이한 제3 샘플률로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 방법.

청구항 26.

제1 샘플링률로 샘플링된 제1 입력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1 입력신호의 상기 제1 샘플률을 공통 샘플률로 변경

하는 단계;

상기 제1 샘플률과 상이한 제2 샘플률로 샘플링된 제2 입력신호를 상기 제1 입력신호의 수신에 대해 상보적으로 수신하

고, 상기 수신된 제2 입력신호의 상기 제2 샘플률을 상기 공통 샘플률로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공통 샘플률로 변경된 제1 입력신호 또는 상기 공통 샘플률로 변환된 제2 입력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를

아날로그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를 아날로그 변환하는 단계 이전에,

상기 제1 샘플률 및 상기 제2 샘플률과 각각 상이한 제3 샘플률로 샘플링된 제3 입력 신호를 상기 제1 입력신호 및 제2 입

력신호의 수신과 상보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3 입력신호의 상기 제 3 샘플률을 상기 공통 샘플률로 변경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모드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처리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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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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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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