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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수신 장치

요약

무선 수신 장치는 직교 변조된 파형 검출/채널 필터부(4), I 신호 루트 나이키스트 필터(20), Q 신호 루트 나이키스트 

필터(21), 및 신호 검출/복조부(22)를 포함한다. 직교 변조된 파형 검출/채널 필터부(4)는 무선 수신 장치의 신호를 수

신하는 통신 시스템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만 신호의 통과를 허용하는 제 1 필터(2); 샘플-홀드 회로(5); 힐버트 

변환부(6); 제 1 채널 필터(7)부터 N번째 채널 필터(9); 및 클럭 신호 형성/제어부(15)를 더 포함한다. 대역 통과 필터

(2)는 샘플링 동작으로 인한 틈새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샘플링 동작에 의한 틈새 효과를 

보상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무선 수신 장치, 채널 필터, 중심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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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수신기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 다이어그램.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공통적인 복소 계수 필터를 포함하는 채널 필터의 기본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 다이어그

램.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공통적인 단일단 복소 계수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

도 4a 내지 도 4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공통적인 복소 계수 필터를 포함하는 채널 필터의 기본 구성의 이론적인 특

성 값들을 도시한 플롯(plot)을 나타낸 도면.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공통적인 복소 계수 필터의 개별적인 단에 있어서의 위상 회전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공통적인 복소 계수 필터의 개별적인 단에서 발생하는 위상 회전의 양과 채널 필터를 통해

발생하는 위상 회전 A의 총 양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플롯을 나타낸 도면.

도 7a 내지 도 7c는, 이후단에 구비되는 채널 필터의 샘플링 주파수가 초기 주파수의 1/4로 줄었을 때, 본 발명의 실

시예에 공통적인 복소 계수 필터를 각각 포함하는 두 개의 캐스케이드 채널 필터의 일반적인 주파수 특성을 도시하는

플롯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공통적인 복소 계수 필터를 각각 포함하는 두 개의 캐스케이드 채널 필터의 구체적인 구

성을 도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

도 9는 대역폭이 제한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는 종래의 무선 수신 장치의 무선부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

도 10a 내지 도 10d는 제 1 실시예에 따른 복소 계수 필터를 포함하는 채널 필터를 사용하는 수신 장치인 경우 주파

수 패턴 및 주파수 패턴 위에서의 샘플링 동작의 영향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11은 힐버트 변환을 기반으로 하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공통적인 직교-변조된 파형 분리 회로의 구체적인 회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a 내지 도 12g는 힐버트 변환을 기반으로 하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공통적인 직교-변조된 파형 분리 회로의 타

이밍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 다이어그램.

도 14a 내지 도 14c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롯을 나타낸 도면.

도 15는 샘플링 동작으로 인한 틈새 효과를 보상하는 대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가변 지연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 다이어그램.

도 17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 다이어그램.

도 18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 다이어그램.

도 19a 및 도 19b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 20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다른 무선 수신 장치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 다이어그램.

도 21a 내지 도 21b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 22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플롯을 나타낸 도면.

도 23은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수신기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

도 24는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수신기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

도 25는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수신기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

도 26a는 에러가 발생할 때, 캐패시터의 용량 내에 어떻게 에러가 발생하는 지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도 26b는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캐패시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수신 장치 2 : 저잡음 고주파 증폭기

3, 202 : 대역 통과 필터(제 1 필터) 4 : 직교 검출/채널 필터부

5, 204, 302 : 샘플 홀드 회로 6, 207, 303 : 힐버트 변환기

7, 304 : 제 2 채널 필터 8, 305 : 제 2 채널 필터

9, 307 : 제 N 채널 필터 15 : 클럭 형성/제어부

20 : I 신호 루트 나이키스트 필터 21 : Q 신호 루트 나이키스트 필터

22 : 신호 검출/복조부 61 : I 성분 분리 회로

62 : Q 성분 분리 회로 101 : 입력 신호

102, 1102 : 분할기

103, 104, 143, 153, 1103, 1104 : 커플링 캐패시터

105, 106, 1105, 1106 : 증폭 트랜지스터

107, 108, 1107, 1108 : 커런트 미러용 트랜지스터

109, 110, 1109, 1110 : 정전류원

111, 112, 1111, 1112 : 완충용 저항

113˜116, 1113˜1116 : 샘플-홀드용 스위치 트랜지스터

117 : 샘플링 펄스 118, 1118 : 샘플링 펄스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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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20, 1119, 1120 : 제어용 게이트 회로

122 : 홀드용 캐패시터 124 : 버퍼용 증폭기

130 : 기본 입력 신호 132 : 지연 명령 신호

141, 151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142, 152 : 가변 용량 다이오드

144 :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154 : 전류 결합 수단

155 : 적분 용량 명령 신호 161 : 나이키스트 필터

171 : 카운터 173 : 카운트수 지시 제어 신호

205 : 샘플 홀드 신호 208 : 클럭 신호

209 : 초기 위상 제어 신호 212 : 복소 계수 필터Ⅰ

213 : 복소 계수 필터 Ⅱ 214 : 복소 계수 필터 Ⅲ

221, 231 : 램핑 회로 222, 232 : 제 1 감산기

224, 234, 데이터 지연기 225, 235 : 제 2 감산기

306 : 제 3 채널 필터 1100 : 감쇠기

1101 : 감쇠량 제어 신호 1117 : 적분 제어 신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교 변조 통신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수신 장치(radio receiving system)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

세하게는, 무선 수신 장치가 수신하는 신호 중에서 통신 시스템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만 신호를 통과시키는 대역 

통과 필터(band pass filter)의 주파수 특성을 틈새 효과(aperture effect)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샘플링 동작

에 의한 틈새 효과를 보상하도록 한 무선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직접 변환 수신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단순화된 무선부를 가지는 수신기는 샘플링을 하거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동작을 하는 채널 필터의 사용으로 구현되며, 입력 신호는 베이스밴드 신호로 변환되기 전까지 높은 주파수 상태로 

여전히 남고, 양자화된 신호는 높은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는 안정한 디지털화된 신호 처리 연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채널 필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갖는다.

첫 번째로, 샘플링 동작의 그 결과, 샘플링 주파수는 전체 무선 수신 장치의 주파수 특성을 고르지 않게 한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신호가 높은 에러율을 가지고 복조 된다.

두 번째로, 샘플링 동작을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회로의 이전 및 이후단(subsequent stag

e)이, 틈새 효과 방지의 목적을 가지는 샘플링 회로를 상당히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쳐서 속도 성능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높은 스피드 특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 결과, 샘플링 회로는 수신되는 신호의 대역폭보다 상당히 넓은 대역폭

을 가진다. 요컨대, 수신되는 신호의 대역폭을 미리 규정한 대역폭까지 제한하기 위하여 이전 단에 구비되는 대역 통

과 필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후단에 제공되는 회로는 대역 통과 필터 보다 상당히 넓은 대역폭을 가져야만 한다. 이후

단에 구비되는 회로에 의해 야기되는 열 잡음(thermal noise)은 실질적인 무선 수신 장치에서 야기되는 양을 초과하

며, 이는 또한 에러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세 번째로, 직접 변환 수신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수신기의 IF단에 구비되는 채널 필터 대용의 기능을 하

는 베이스 대역 회로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필터링이 불충분한 HF단이 넓은 동적 범위 및 넓은 대역폭을 유지하

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상기의 넓은 동적 범위 및 대역폭을 가지는 신호를 필터링하는 필터를 필요로 한다.

네 번째로, 샘플화된 신호는 대개 직류 성분을 포함한다. 이 신호는 직류 잡음, 드리프트, 또는 오프셋 되기 쉽기 때문

에, 이 신호는 디지털 변조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용 셀방식 폰의 경우 큰 에러율을 가지는 잡음을 포함하게 된다.

도 9는 대역폭이 제한된 샘플링 방법을 이용하는 종래의 직접 변환 수신기의 예를 도시한다. 이 회로 다이어그램은 1

997년 7월 아날로그 디바이즈사의 '아날로그 디바이즈 컨버터 데이터 북'제1판에서 설명되는 새로운 제품'125 MSPS

모놀리식 샘플링 증폭기 AD9101'에서 이용된 직접 IF 샘플링 회로에 대응한다. 이는 나이키스트 정리(Nyquist theo

ry)의 적용이 IF 주파수의 제거 및 베이스 대역 신호의 복구를 가능하게 함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40MHz의 IF 신호

는 10MHz의 대역폭을 갖는 신호에 의해 변조되며, 이 신호는 25MSPS의 샘플링율로 검출된다. 10MHz의 대역폭을 

갖는 40MHz의 IF 신호는 40MHz의 주파수 보다 2배 높은 샘플링 주파수에서 검출된다. 그러나, 신호는 10MHz의 대

역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IF 신호는, IF 신호가 10MHz의 주파수 보다 2배 또는 그 이상 높은 주파수에서 샘플링될 

수 있는, '샤논의 샘플링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25MHz의 주파수에서 검출될 수 있다.

도 10a 내지 도 10d는 대역폭이 제한된 샘플링 동작을 통해 직접 변환 수신이 수행될 때의 다양한 스펙트럼 성분을 

도시한다. 도 10a는 무선 주파수내의 바람직한 파와 인접파 뿐 아니라, 이들 파를 커버하는 대역 통과 필터의 특징을 

도시한다. 도면에서, fs는 통신 대역폭 또는 대역폭-제한 필터의 대역폭의 두 배 또는 그 이상으로 넓은 대역폭을 갖

는 주파수로 세트되는 샘플링 주파수를 나타낸다.

도 10b는 샘플링 주파수에서 베이스밴드 주파수로 변환되는 주파수를 갖는 바람직한 파 및 인접파의 스펙트럼 성분

을 도시한다. 베이스밴드 주파수 범위 fBB는 이론적으로는 fBW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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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c는 채널 필터링 동작을 통한 바람직한 신호의 추출 결과를 도시한 것이며, 샘플링 동작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양자화된 신호는 디지털 신호 처리 연산을 받는다.

도 10d는 이때의 샘플링 동작에 의해 야기되는 틈새 효과(aperture effect)를 도시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도면은 

소위 샘플링 함수의 스펙트럼 성분을 도시한 것이다. 스펙트럼 성분은 sin(πf/fs)/πf/fs의 특성을 가지며, 샘플링 주

파수 fs에서 0이 된다.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 이하의 범위에서는 바람직한 파가 널 포인트(null point), 즉 칠한 점에서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주파수 쪽으로 파가 점차 감소하는 주파수 특성을 갖는 파가 주어진다.

본 발명은, 오프셋 주파수가 할당된 무선 수신 장치(일본 공개 특허 평 9-266452호의 '수신 시스템' 및 일본 특허 평 

9028271호의 '수신 시스템'에 개시되었으며, 이는 모두 본 특허 출원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됨)를 사용하며 복소 계수

필 터를 포함하는 내장 채널 필터를 갖는 수신기 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이 기반을 두고 있는 복소 계수 필터를 

포함하는 채널 필터에서, 복소 동작을 받는 양 및 음의 주파수 성분의 중심은 0 주파수에서는 반드시 발생하지 않는다

. 이 때문에, 주파수 성분의 중심이 0 주파수에서 발생하게 하는 채널 필터의 틈새 특성은 연산 정밀도 측면에서 상당

한 저하를 야기하면서 왜곡된 동작을 하게 한다. 또한, 연속적인 루트 나이키스트 필터를 사용하여 완전한 나이키스트

특성을 갖도록 주파수 성분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성분은 완전한 나이키스트 특성을 갖지 못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종래의 무선 수신 장치의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수신된 신호를 샘플링을 통해 양자

화하고 이렇게 양자화된 신호를 디지털화된 신호 처리 연산을 받게 함으로써 채널 필터가 구현되는, 무선 수신 장치의

수신기 회로의 수신 입력단에 배치되는 대역 통과 필터에 샘플링 동작에 의한 틈새 효과의 보상 특성을 제공함으로써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제 1 양태는 수신된 신호를 샘플링을 통해 양자화하고 이렇게 양자화된 신호를 디지털화된 신호 처리 동작

을 받게 함으로써 채널 필터가 형성되는 무선 수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 샘플링 동작으로 인한 틈새 효과의 보상 특성

을 갖는 대역 통과 필터가 입력 수신단에 제공된다. 상기의 특성을 갖는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샘플링 동작

으로 인한 틈새 효과를 보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 양태에 따라, 무선 수신 장치는 또한 대역 통과 필터로 부터 의 출력을 샘플링하고 홀딩하는 샘플-홀

드 회로와, 샘플-홀드 회로의 샘플링 동작 주기 동안 수신되는 신호를 적분하는 적분 회로를 포함하는 특징을 갖는다.

적분 효과가 제공됨으로써, 바람직한 파의 신호의 에너지가 적분될 수 있다. 특히, 미약한 무선파가 수신되고 바람직

한 파의 신호가 회로내의 열 잡음에 묻히게 되는 경우이더라도, 통상의 전압에서의 샘플링으로는 틈새 시간내의 전력

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을, 2항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는 수신되는 신호를 광범위하게 적분함으로써 전력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본 발명의 제 3 양태에 따라, 제 2 양태에서 규정된 무선 수신 장치는 적분 회로의 적분 실행 시간이 다수의 값들에서 

변경되거나 선택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 결과, 샘플-홀더 회로의 적분 실행 시간이, 바람직한 적분 효과가 달성되도록

하면서, 입력 신호의 주파수 또는 대역폭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본 발명의 제 4 양태에 따라, 제 3 양태에서 규정된 무선 장치는 적분 회로의 적분 용량이 가변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다. 그 결과, 샘플-홀드 회로의 적분 실행 시간은, 바람직한 적분 효과가 달성되도록 하면서, 입력 신호의 주파수 또는

대역폭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본 발명의 제 5 양태에 따라, 제 2 양태에서 규정된 무선 수신 장치는 적분 회로의 적분 게이트 함수는 나이키스트 신

호 파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배열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 결과, 우수한 신호 대 잡음비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샘플-홀

드 회로가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6 양태에 따라, 제 2 또는 제 3 양태에서 규정된 무선 수신 장 치는 샘플-홀드 회로의 시상수(time cons

tant)가 샘플링 주파수 보다 더 길도록 세트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 결과, 열 잡음 또는 불규칙 신호가 낮은 주파수 성

분으로부터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샘플링 주파수의 감소는 샘플-홀드 회로 또는 그에 연결된 주변 회로에 의

해 낭비되는 파워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7 양태에 따라, 제 1 내지 제 3 양태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된 무선 수신 장치는 또한 샘플-홀드 회로로 

구성되고 수신되는 신호를 샘플링하는 샘플링 수단과; 샘플-홀드 회로로부터 수신되는 현재의 샘플화된 신호와 이전

의 샘플화된 신호의 차이를 계산하는 차이 계산 수단과; 차이 계산 수단으로부터의 출력과 대역 통과 필터로부터의 

출력의 차이를 계산하고 결과로써 얻어지는 차이를 샘플-홀드 회로에 입력시키는 계산 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 진다. 그 결과, 무선 수신 장치는 가령, 샘플링 회로 온도 드리프트 또는 입력 회로의 직류 오프셋과 같은 원래-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이 수신되는 신호에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본 발명의 제 8 양태에 따라, 제 1 내지 제 3 양태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된 무선 수신 장치는 또한, 샘플-홀드 회로로

구성되고 수신되는 신호를 샘플링하는 샘플링 수단과; 샘플-홀드 회로로부터의 샘플 출력으로부터 직각 성분을 생성

하는 힐버트(Hilbert) 변환 수단과; 힐버트 변환 수단으로부터 수신된 직각 성분 중 하나와 동일 타입의 이전에 샘플

화된 직각 성분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차이 계산 수단과; 차이 계산 수단으로부터의 출력과 대역 통과 필터로부터의 

출력의 차이를 계산하고 결과로써 얻어지는 차이를 샘플-홀드 회로에 입력시키는 계산 수단을 포함하 는 특징을 갖

는다. 그 결과, 무선 수신 장치는 샘플-홀드 회로가 직류 성분과 함께 수신된 신호를 샘플링 할 때 생성되는 샘플링 출

력내에 포함된 직류 성분, 또는 샘플-홀드 회로의 온도 드리프트 또는 입력 회로의 오프셋과 같은 샘플링 출력 내에 

포함된 원래-원치않는 성분을 제거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본 발명의 제 9 양태는, 복소 계수 필터를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캐스케이드 채널 필터를 사용하여 직접 변환 수신 모

드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무선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며, 후치하는 채널 필터와 비교할 때 전치하는 채널 필터의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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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가 향상된다. 그 결과, 무선 수신 장치는 바람직한 파로부터 다소 주파수가 떨어져 있는 인접파를 더 효과적으

로 약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단의 필터 회로에는 바람직한 파의 근방에만 강한 인접파 신호가 남지 않은 상태가

된 신호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후단에 제공되는 필터 회로가 덜 정확하게 제조될지라도, 즉 필터 회로가 바람직한

파에 인접한 높은 레벨의 파형을 제거하는 데에 불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선 수신 장치는 문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본 발명의 제 10 양태에 따라, 제 9 양태에서 규정된 무선 수신 장치는, 이후단에 구비되는 채널 필터와 비교했을 때 

이전 단에 제공된 채널 필터의 연산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후단에 구비되는 채널 필터의 구성 요소인 캐패

시터의 용량이 캐패시터가 높은 치수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제조될 수 있도록 세트되고, 이전단에 구비되는 채널 필터

의 구성 요소인 캐패시터의 용량을 그들이 캐스케이드 될 때 이전에 설명한 캐패시터의 총 용량보다 작게 되도록 세

트시킨다. 그 결과, 채널 필터의 정확도는 가장 높은 정확도로 구현되는 용량을 가지는 캐패시터를 사 용함으로써 향

상된다. 또한, 향상된 정확한 치수를 가지는 캐패시터를 사용함으로써, 캐패시터의 용량이 캐패시터의 총 용량보다 작

은 캐패시터가 구현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 1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를 도시한다. 무선 수신 장치(23)는 Q-축 성분 검출/채널 필터부

(4), I 신호 루트 나이키스트 필터(20), Q 신호 루트 나이키스트 필터(21), 및 신호 검출/복조부(22)를 포함한다. Q-축

성분 검출/채널 필터부(4)는 무선 수신 장치의 신호를 수신하는 통신 시스템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만 신호의 통

과를 허용하는 제 1 필터(2); 저-잡음 자동 게인 제어 HF 증폭기(3); 샘플-홀드 회로(5); 힐버트 변환부(6); 제 1 채널

필터(7); 제 2 채널 필터(2); 및 N번째 채널 필터(9)를 포함한다. 수신기 회로(23)는 안테나로부터의 입력 신호(1), 샘

플-홀드 회로(5)에 공급되는 샘플링 클럭 신호(10), 힐버트 변환부(6)에 공급되는 클럭 신호(11), 제 1 채널 필터(7)

에 공급되는 클럭 신호(12), 제 2 채널 필터(8)에 공급되는 클럭 신호(13), N번째 채널 필터(9)에 공급되는 클럭 신호

(14), 기준 클럭 신호(16) 및 클럭 제어 신호(17)를 수신한다.

수신기 회로의 동작을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은 특허 출원(일본 공개 특허 평 9-266452호의 '수신 시스

템' 및 일본 특허 평 9028271호의 '수신 시스템', 이는 모두 본 특허 출원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됨)에 그 원리의 기반

을 두며, 따라서 본 발명의 수신기 회로에 대해 새롭게 제공되는 부가적인 특성 및 특성 에 의해 요구되는 원리가 설

명된다.

도 1을 참조하면,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입력 신호(1)는 무선 수신 장치가 신호를 수신하는 통신 시스템에 할당된 주

파수 대역에서만 신호를 통과시키는 제 1 필터(2)를 통과한다. 입력 신호(1)는 저-잡음 HF 증폭기(3)에 의해 증폭된 

다음, 샘플-홀드 회로(5), 힐버트 변환부(6), 및 제 1 채널 필터(7)에서 N번째 채널 필터(9)를 포함하는 채널 필터 그

룹을 통과한다. 힐버트 변환부(6) 및 제 1 채널 필터(7)에서 N번째 채널 필터(9)까지 포함하는 채널 필터 그룹은, 클

럭 신호 형성/제어부(15)를 포함하고 채널 필터로써 작용하는 클럭 신호 발생기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타입의 클럭

신호(10,11,12,13,14)를 수신한다.

직교-변조된 파형 검출/채널 필터부(4)의 출력은 I 신호 출력(18)으로써 I 신호 루트 나이키스트 필터(2)로 공급되고 

Q 신호 출력(19)으로써 Q 신호 루트 나이키스트 필터(21)로 공급되는 직교-변조된 파형 검출 출력이다. 나이키스트 

특성을 갖도록 형성된 다음, 이러한 신호들은 신호 검출/복조부(22)에 의해 베이스 대역 신호(25)로 복조 된다.

도 11은 도 1에 도시한 힐버트 변환부(6)의 I 축 성분 분리 회로(61)와 Q 축 성분 분리 회로(62)의 구체적인 예를 도

시하며 도 12는 주파수 분할기의 동작을 도시한다.

도 11을 설명하면, 샘플-홀드 회로(5)로부터의 샘플-홀드 신호 출력은 스위치(SW21,SW31)에 공급된다. 반전 증폭

기(U1)는 캐패시터(C3)로부터의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하여 션트(shunt) 피드백 증폭기로써 작용한다. 스위치(SW21,

SW22)가 가 령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샘플-홀드 회로(5)로부터의 출력은 캐패시터(C1)내에 저

장된 전하에 의해 정해지는 단자 전압에 의해 결정된다.

스위치(SW21,SW22)가 시간 t0일 때 반전이 되면, 반전 증폭기(U1)의 출력단자에 접속되며 지금까지 반전 증폭기(U

1)로부터의 전압 출력에 의해 충전되었던 캐패시터(C2)는 스위치(SW22)에 의해 반전 증폭기(U1)의 입력 단자에 접

속된다. 캐패시터(C2)와 캐패시터(C3)가 동일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전 증폭기(U1)의 출력 전압의 전위는 동

일한 전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 다음, 스위치(SW21)는 샘플-홀드 회로(5)의 출력단을 캐패시터(C1)에 접속시키며,

이로서 새로운 샘플링 값에 대응하는 전압이 캐패시터(C1)에 저장된다.

스위치(SW21,SW22)가 다시 되돌아가면, 도 11에 도시한 시간(t1,t0) 상태에서, 샘플-홀드 회로(5)로부터의 출력 전

압이 저장되는 캐패시터(C1)의 출력단이 반전 증폭기(U1)에 접속된다. 만일 캐패시터(C1,C3)가 동일한 용량을 가지

고 있다면, 새로운 샘플링 값에 대응하는 전압이 반전 증폭기(U1)의 출력단에서 생성된다. 요컨대, 반전 증폭기(U1)

는 샘플-홀드 회로(5)의 출력에 대해, 샘플-홀드 회로(5)와 동일한 극성을 갖는 버퍼용 증폭기로써 작용한다.

반대로, 반전 증폭기(U1)는 캐패시터(C6)로부터의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는 션트 피드백 증폭기로써 작용한다. 스위

치(SW32,SW33)가 도 11에 도시한 상태를 유지할 때, 샘플-홀드 회로(5)로부터의 출력은 캐패시터(C5)내에 저장된 

전하에 의해 정해지는 단자 전압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캐패시터(C4)는 샘플-홀드 회로(5)로부터의 전압 출력에 

의해 충전된다.

스위치(SW31,SW32)가 시간 t0일 때 반전이 되면, 반전 증폭기(U1)의 출력단자에 접속되며 지금까지 반전 증폭기(U

2)의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샘플-홀드 회로(5)의 출력 전압을 지배했던 캐패시터(C5)는 스위치(SW33)에 의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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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U2)의 출력단에 접속된다. 동시에, 스위치(SW31)는 접지에 접속되고, 스위치(SW32)는 반전 증폭기(U2)의 

입력단에 접속된다. 따라서, 캐패시터(C4) 및 캐패시터(C6)가 동일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샘플-홀드 회로(5)로부

터의 샘플링 출력에 대응하는 전압이 반전 증폭기(U2)의 출력단에서 생성된다. 또한, 동시에, 캐패시터(C5)가 스위치

(SW33)에 의해 반전 증폭기(U2)의 출력단에 접속되기 때문에, 반전 증폭기(U2)의 출력은 캐패시터(C5)에 저장된다.

스위치(SW32,SW33)가 다시 되돌아가면, 도 11에 도시한 상태인 시간(t1,t0)에서, 캐패시터(C1)의 출력단은 반전 증

폭기(U1)의 입력단에 접속되고, 이에 따라 샘플-홀드 회로(5)의 출력의 전위를 여전히 계속하여 유지한다. 요컨대, 

반전 증폭기(U2)는 샘플-홀드 회로(5)로부터의 출력의 극성을 반전시키는 증폭기로서 작용한다.

D-타입 플립-플롭(U3)은 입력으로써 샘플링 클럭 신호(10)를 수신하고, 반전된 출력이 D 플립-플롭(U3)의 입력단

에 다시 입력되며, 이에 따라 주파수 분할기가 구성된다. 유사하게, 플립-플롭(U4) 또한 주파수 분할기를 구성한다. 

캐스케이드를 이루는 이들 플립-플롭(U3,U4)의 그 결과, 이들 주파수 분할기를 통과하는 주파수는 4개의 요소로 분

할된다.

이제, 주파수 분할기의 동작이 도 12에 도시한 동작 타이밍도에 제공되는 신 호 동작의 예를 이용하여 설명될 것이다.

샘플 클럭 신호는 주파수 분할기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 즉 t1, t2, t3, t4, t5, t6, t7, t8, t9, ...에 도달하게 된다. 샘플

링 클럭 신호는 이전에 언급한 대로 약 50%의 듀티비(duty ratio)를 갖는 직각 파형이다. 상기의 샘플링 클럭 신호를 

받게 되면, 플립-플롭(U3)은 홀수 시간 t1, t3, t5, t7, ...에서 출력(Q) 신호로써 논리 1을 생성한다. 플립-플롭(U3)으

로부터 출력을 받게 되면, 플립-플롭(U4)은 시간 t1, t2, t5, t6, t9, ...에서 출력(Q) 신호로써 논리 1을 생성한다.

위상 간격에서 두 개의 신호 성분으로 분할되는 직교-변조된 신호로 분리하기 위하여, 직교-변조된 신호를 동일한 

주파수에서 위상 구별을 해야 한다. 직교-변조된 파형 검출 동작은 단지 π/2의 오프셋을 가지는 신호의 샘플링과 동

등하다. 한번의 샘플링 동작을 통해 샘플링된 일련의 값들로부터 위상이 구별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직교-변조

된 신호는 코사인 및 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곱해지고 변별되어야 한다.

만일 수신된 신호가 샘플링 주파수 범위에서 샘플링 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샘플링된 값들은 도 1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π/2의 시간 간격을 갖는 샘플링 클럭 신호에 대응한다. 요컨대,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은 도 12a에 도시한 네 

개의 샘플링 클럭 신호 펄스를 사용하여 샘플링 된다. 이때, 구요소(quadrature component)를 추출하기 위하여 코사

인 및 사인 함수가 가장 높은 주파수에 대응하여 주파수가 세트되는 동안, 직각 요소를 동시에 샘플링하는 것이 요구

된다.

요컨대, 샘플링 클럭 신호 'a'의 주기 주파수의 1/4의 주파수를 갖는 사인파 를 샘플 클럭 신호로써 샘플링하면, 코사

인 함수의 +1, -1은 도 12d에 도시한 바와 같은 위치에서 샘플링 되며, 사인 함수의 +1, -1은 도 12e에 도시한 방식

으로 코사인 함수에 상대적으로 한 샘플에 대응하는 단지 π/2 지연된 위치에서 샘플링 된다.

따라서, 도 12d에 도시한 위치에서 샘플 신호의 극성을 반전함으로써 I-축 성분이 얻어지고, 도 12e에 도시한 위치에

서 샘플 신호의 극성을 반전함으로써 Q-축 성분이 얻어진다.

상기의 동작을 통해, 직교-변조된 신호를 샘플링함으로써 얻어지는 것과 동등한 샘플 출력 신호는 단일 채널의 샘플

링 동작을 통해 얻어지는 샘플 값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만일, 도 12d에 도시한 I-축 승산 계수 및 도 12e에 도시

한 Q-축 승산 계수가 회로로 하여금 상기의 샘플링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극성의 모든 부분으로 된 

그룹으로 분할된다면, 모든 두 개의 샘플링 주기마다 한 개의 상이 형성됨은 자명하다.

I-축 구요소 및 Q-축 구요소는 서로 교번적인 출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 12g에 나타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될 

수 있다. 상기의 캐스케이드 플립-플롭으로부터의 출력이 회로를 통한 출력 상태에 있어서의 상기의 다양성을 제어

하는 데에 효과적임이 명백하다.

복소 계수 필터를 포함하는 채널 필터의 기본적인 원리 및 구성은 특허 출원(일본 공개 특허 평 9-266452호의 '수신 

시스템' 및 일본 특허 평 9028271호의 '수신 시스템'에 개시되었으며, 이는 모두 본 특허 출원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

됨)에 설명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 새롭게 제공되는 부가적인 특징들이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 2는 복소 계수 필터를 포함하는 채널 필터의 기본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이 도면은 상기의 특허 출원(일본 공개 특

허 평 9-266452호의 '수신 시스템') 명세서의 도 1, 11, 19, 21, 24, 29 및 32A로 구성된다.

이제, 도 2에 도시한 채널 필터의 중심인 세 단의 복소 계수 필터의 주파수 특성 이론을 설명한다. 도 3은 단일단의 복

소 계수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회전되며 진폭(A0)을 갖는 신호 벡터가 시간 t0에서 포인트 P0

에 위치되어 있고 샘플링 동작이 매 시간( τ) 마다 수행된다면, 다음의 신호 벡터(P+1)는 포인트(P0)로부터 단지 각

주파수(ω)와 시간(τ)의 곱만큼 시프트 된 곳에 위치하게 된다. 반대로, 인접파를 제거하기 위한 벡터의 회전량이 θ

이면, 벡터(P0)는 시간(t0)에서 포인트(Pr0)로 이동한다. 복소 계수 필터로부터의 출력은 벡터(P+1)와 벡터(Pr0)의 

합에 대응한다. 직교-변조된 신호의 구요소인 I-축 성분과 Q-축 성분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Ir(nT) = I(τ) + Ir = Ao(cosωτ + cosθ)

Qr(nT) = Q(τ) + Qr = jAo(sinωτ - sinθ)

결과적인 벡터의 주파수 특성은 신호 벡터의 엔벨로프(envelope), 즉 입력 파워로 표현된다. 더 상세하게는,

파워 = ｜Ir(nT)｜2 + ｜Qr(nT)｜2

= ｜Ao(cosωτ + cosθ)｜2 + ｜jAo(sinωτ - sinθ)｜2

= Ao2cos2ωτ + 2cosωτcosθ + cos2θ +

Ao2sin2ωτ + 2sinωτsinθ + sin2θ +

= Ao2cos2ωτ + sin2ωτ + cos2θ + sin2θ +

Ao2cosωτcosθ - 2sinωτsinθ

= 2Ao21 + cos(ωτ +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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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현은 파워가, 각주파수 ω를 갖고 샘플링 간격 τ 및 회전 위상 시프트 양 θ를 포함하는, 벡터의 주파수 특성

에 대응함을 나타낸다. Ao=1이고, 복소 계수 필터의 이득이 1이며, 샘플링 간격(τ)이 1이라고 가정하면, 변수로서 

ω를 사용하는 주파수 함수는 도 4a 내지 4d에 도시된다.

도 4는, -π/4의 위상 각이 회전하는, 도 2에 도시한 제 복소 계수 필터 블록의 특징을 나타낸다. 도 4b는 데시벨(deci

bel)로 표현된 특징을 나타낸다. 도 4c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단에 구비되는 복소 계수 필터의 특징을 나타낸

다. 이들 필터는 각각 -π/4, -2π/4, -3π/4 만큼 위상 각이 회전한다. 도 4d는, 도 4c에 도시되고 세 단으로 캐스케

이드를 이루는 필터의 합성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인접파 중 하나의 중심 주파수는 -125dB 또는 그 이상으로 감쇠된

다. 또한, 인접파간의 경계 영역에서 -25dB가 감쇠 된다.

특허 출원(일본 공개 특허 평 9-266452호의 '수신 시스템')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기의 특성들은 네 개 채널의 

필터 주파수 범위가 샘플링 주파수의 각 상부 및 하부면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파수 변환시 베이스밴드 주파

수만큼의 오프셋 주파수를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파를 제거하는 세 단의 복합 필터의 널 주파수를 인접파의 중심 주

파수에 둔다. 즉, 채널 필터는 샘플링 주파수로 이미지 주파수간에 네 개의 채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써 특징지어 

진다.

채널 필터는 등화기(equalizer)를 수반한다. 등화기에 의해 요구되는 위상 보상의 양이 도 5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이

론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도 5a는 첫 번째 인접파를 제거하는 복소 계수 필터 Ⅰ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도 5a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네거티브 주파수 대역(-ω0) 내의 인접파가 위상이 0인 위치 벡터(Po)에 위치한다면, 파형의 위상은 

한번의 샘플링 클럭 후 단지 π/8 만큼 위치 벡터(P-1) 쪽으로 시계방향으로 시프트 한다. 이때, 위치 벡터(P-1)를 제

거하는 벡터(Pro)를 위치 벡터(Po)로부터 생성하기 위하여, 위치 벡터(Po)는 단지 7π/8 만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된다. 도 5a는 하기의 방정식에 의해 수학적으로 표현된다. 벡터(Pro)는 시간(t0)에서 벡터(P0)에 cosθ와 sinθ 만큼

곱함으로써 생성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Ir(nT) = Ao_Ecos(-ωo(t0) + θ)

= Ao_Ecos(-ωo(t0) × cosθ - Ao_Esin(-ωo(t0)) × sinθ

= I0(t0) × cosθ - Q0(t0) × sinθ

Qr(nT) = Ao_Esin(-ωo(t0) + θ)

= Ao_Esin(-ωo(t0)) × cosθ - Ao_Ecos(-ωo(t0)) × sinθ

= Q0(to)cosθ + I0(to) × sinθ

마찬가지로, 도 5b 및 도 5c는 다음 및 세 번째 인접 채널 내의 인접파를 제거하기 위한 위상 회전 각을 나타낸다. 다

음 인접 채널 내의 인접파를 제거하는 데 에 사용되는 위상 회전각은 5π/8이고, 세 번째 인접 채널 내의 인접파를 제

거하는 데에 사용되는 위상 회전각은 3π/8이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위상 회전은 위상의 특성이 왜곡됨을 의미한다. 도 6은 각 복소 계수 필터 Ⅰ 내지 Ⅲ에 의

해 야기되는 위상 왜곡을 나타낸다. 세단의 필터를 통과한 신호의 위상 특성이 도 6에 참조 기호 AB로 표현된다. 위상

오프셋 값은 포인트(B)로 표현되는 15π/16이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복소 계수 필터 Ⅰ의 널-포인트는 인접파의 중심 주파수(-fb)에 세트되고; 복소 계수 필

터 Ⅱ의 널-포인트는 인접파의 중심 주파수(-3fb)에 세트되고; 복소 계수 필터 Ⅲ의 널-포인트는 인접파의 중심 주파

수(-5fb)에 세트된다. 주파수를 16회 오버 샘플링 함으로써, 한번의 샘플링 시간의 주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파형의

위상의 변화량은 π/8이다. -π/8의 위상차는 한번의 샘플링 시간의 주기 동안 중심 주파수(-fb)를 갖는 인접파에서 

발생한다. 이전에 샘플링된 신호 벡터의 회전에 의해 현재 샘플링되는 신호 벡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샘플

링된 신호 벡터가 7π/8 만큼만 회전된다. 이때, 바람직한 파는 제거된 신호 벡터에 대해 6π/8의 위상차를 가지며, 

이에 따라 2sin(π/8)의 벡터로써 남게 된다. 요컨대, 시간(t0)에 샘플링 되는 값의 I-축 성분과 Io로써 표현되고 시간(

t0)에 샘플링 되는 값의 Q-축 성분이 Qo라고 가정하면, 시간(t1)에서 각 위치 벡터의 회전은 각각

I-축 위치 벡터 = Io × cos7π/8 - Qo × sin7π/8 및

Q-축 위치 벡터 = Io × sin7π/8 + Qo × cos7π/8 로써 표현된다.

시간(t1)에 샘플링된 신호 벡터와 이전의 샘플링 시간에 샘플링된 신호 벡터를 회전함으로써 얻어지는 벡터의 합인 

합성 벡터(resultant vector)에 있어서, 복소 계수 필터 Ⅰ로부터의 I-축 성분은 출력은 I1으로써 표현되고, 복소 계수

필터Ⅰ로부터의 Q-축 성분 출력은 Q1으로써 표현되며, 이들 각각은

수학식 1

I1 = Io(t = to + ts) + Io(t = to) × cos7π/8 - Qo(t = to) × sin7π/8

수학식 2

Q1 = Qo(t = to + ts) + Qo(t = to) × sin7π/8 + Qo(t = to) × cos7π/8 로써 표현되며, 이때 t와 to는 시간을 나타

내고, ts는 샘플링 시간 간격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다음 인접 채널내의 인접파를 제거하기 위한 복소 계수 필터 Ⅱ는 5π/8 만큼 위치 벡터를 회전시키고, 다

음 채널 뒤에 있는 인접 채널 내의 인접파를 제거하기 위한 복소 계수 필터 Ⅲ는 3π/8 만큼 위치 벡터를 회전시킨다. 

복소 계수 필터 Ⅱ로부터의 I-축 성분 출력은 I2로서 표현되고, 복소 계수 필터 Ⅱ로부터의 Q-축 성분 출력은 Q2로써

표현되며, 이들 각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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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I2 = I1(t = to + ts) + I1(t = to) × cos5π/8 - Q1(t = to) × sin5π/8

수학식 4

Q2 = Q1(t = to + ts) + I1(t = to) × sin5π/8 + Q1(t = to) × cos5π/8 로써 표현된다.

복소 계수 필터 Ⅲ로부터의 I-축 성분 출력은 I3로서 표현되고, 복소 계수 필터 Ⅲ로부터의 Q-축 성분 출력은 Q3로써

표현되며, 이들 각각은

수학식 5

I3 = I2(t = to + ts) + I2(t = to) × cos3π/8 - Q2(t = to) × sin3π/8

수학식 6

Q3 = Q2(t = to + ts) + Q2(t = to) × sin3π/8 + Q2(t = to) × cos3π/8 로써 표현된다.

도 5b에 있어서, 바람직한 파의 중심 주파수를 +ωo로 하고, 하부의 인접하는 세 개의 채널내의 개별적인 인접파의 

중심 주파수를 -ωo, -3ωo, -5ωo로 하며, 인접파를 제거하는 복소 계수 필터(Ⅰ,Ⅱ,Ⅲ)의 위상 특성(P)은 각각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ωo를 제거하기 위한 복소 계수 필터 Ⅰ의

P = -πω/16ωo + 3π/16

-3ωo를 제거하기 위한 복소 계수 필터 Ⅱ의

P = -πω/16ωo + 5π/16

-5ωo를 제거하기 위한 복소 계수 필터 Ⅲ의

P = -πω/16ωo + 7π/16

세 개의 필터의 이들 위상 특성은 세 개의 오른쪽으로 기운 평행선으로 표현된다. 이들 세 개의 필터의 위상 특성의 

합은

P = -3πω/16ωo + 15π/16

으로써 표현되며, 도 6에 도시한 라인 A로써 표현된다. ωo = 0에서의 라인(intercept line) A는 15π/16에 대응하는

B점으로 표현된다. 그 결과, 15π/16를 제거할 수 있도록 위상을 시프트 하는 등화기가 필요함은 명백하다.

개별적인 복소 계수 필터(Ⅰ,Ⅱ,Ⅲ)의 위상 특성이 선형이라는 것은 도 6으로부터 명백하다. 따라서, 이들 필터의 위상

의 합은 명백히 선형이 된다.

다수의 채널 필터가 직렬로 접속될 경우, 채널 필터의 총 특성은 하기의 방정식으로 표현되며, 총 특성이 주파수에 대

한 선형함수로써 표현됨은 명백하다. 즉, 첫 번째 단 채널 필터의 위상 특성(P1)은,

P1 = -πω/16ωo + 3π/16 + -πω/16ωo + 5π/16 + -πω/16ωo + 7π/16

= -3πω/16ωo + 15π/16

로써 표현된다.

두 번째 단의 채널 필터가 샘플링 클럭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를 초기 주파수의 1/4로 감소시킨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

단에서의 바람직한 파형의 주파수는 ωo/4가 되며, 이에 따라 두 번째 채널 필터의 위상 특성(P2)은,

P2 = -4πω/16ωo + 3π/16 + -4πω/16ωo + 5π/16 + -4πω/16ωo + 7π/16

= -πω/4ωo + 3π/16 + -πω/4ωo + 5π/16 + -πω/4ωo + 7π/16

= -3πω/4ωo + 15π/16

n번째 채널 필터의 위상 특성(Pn)은,

Pn = -4nπω/64ωo + 3π/16 + -4nπω/64ωo + 5π/16 + -4nπω/64ωo + 7π/16

= -nπω/16ωo + 3π/16 + -nπω/16ωo + 5π/16 + -nπω/16ωo + 7π/16

= -3nπω/16ωo + 15π/16

로써 표현된다.

따라서, n번째 단의 채널 필터의 총 특성(Ptotal)은,

Ptotal = Σni=1 (-3iπω/16ωo + 15π/16)

= -3n(n-1)πω/32ωo + 15nπ/16

로써 표현된다.

상기의 설명으로부터, 위상 특성이 주파수(ω)에 대한 선형 함수로써 표현됨이 명백해진다.

결과적으로, 등화기가 15nπ/16 만큼 신호 벡터를 회전함으로써 위상 특성의 왜곡을 보상함이 명백해진다.

직렬로 접속되는 채널 필터

상기의 복소 계수 필터를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채널 필터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 샘플링 주파수를 초기 주파수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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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이면 주파수 특성의 측면에서 우수한 대칭성을 갖는 매우 효율적인 필터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

도 7a 내지 도 7c는 두 개의 채널 필터가 직렬로 연결될 때의 채널 필터의 이론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도 7a는 채널 필터의 주파수 대역폭 보다 64배 넓은 오버샘플링 주파수에서 활성화될 때 도 2에 도시한 채널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도 7b는 채널 필터의 주파수 대역폭 보다 64배 넓은 오버샘플링 주파수에서 도 4b에 나타낸

바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활성화될 때 채널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도 7c는 상기의 특성을 갖는 이들 두 

개 필터의 총 특성을 나타낸다. 16개의 채널이 샘플링 파형간에 포함됨은 도 7c로부터 명백해진다. 다음의 인접파와 

그 다음의 인접파간의 경계 영역을 통과하는 신호는 -30dB로 감쇠 되고, 일곱 번째 인접파와 여덟 번째 인접파간의 

경계 영역을 통과하는 신호는 -60dB 또는 그 이상으로 감쇠된다. 당연한 일로서, 널 포인트(칠한 점)가 필터 내에 인

접한 파형의 중심 주파수에서 발생하고, -125dB 또는 그 이상의 감쇠가 일어난다.

주파수 오프셋의 제거

도 8은 복소 계수 필터를 각각 포함하는 채널 필터가 직렬로 연결된 구체적인 예를 도시한다. 도 8에서, 입력 신호가 

대역 통과 필터로 입력되고, 바람직한 대역 성분이 출력된다. 이 출력은 샘플-홀드 회로에서 샘플링 클럭 신호의 주파

수에서 샘플링 된다. 샘플-홀드 회로로부터의 출력은 힐버트 변환부에서 구요소로 분리된다. 구요소는 직렬로 연결된

채널 필터(1,2)에 전달된다.

채널 필터(1)에서, 구요소는 복소 계수 필터(Ⅰ,Ⅱ,Ⅲ)를 통과하고, 이에 따라 바람직한 대역 성분의 통과를 허용한다.

복소 계수 필터에 의해 야기되는 구요소의 위상 회전에 있어서의 에러는 이후단에 구비되는 등화기에 의해 보상된다.

구요소는 고주파수 영역에서 반복되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로우 패스 필터로써 작용하는 평균 회로를 통과한 다음,

샘플링 주파수를 이후단에 구비되는 채널 필터 (2)에 의해 요구되는 낮은 샘플링 주파수로 변환하는 주파수 분할기 

또는 샘플-홀드 회로에 입력된다. 결과적으로, 구요소의 오프셋 주파수가 변하게 된다. 구요소의 오프셋 주파수는 주

파수 분할 동작을 끝마친 후 까지도 동일한 주파수를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도 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람직한 파가, 바람직한 파의 절반의 대역폭을 갖거나 채널 필터(1)의 통과 대역폭의 1/4

을 갖는 주파수 오프셋에 할당된다. 만일 샘플링 주파수가 감소되어 채널 필터(2)에 공급된다면, 주파수 오프셋은 채

널 필터(2)에 의해 결정되는 통과 대역폭의 1/4로 감소한다. 그 결과, 도 7a 및 도 7b에 도시한 통과 대역폭의 중심 주

파수간의 불일치(discrepancy)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오프셋 회로가 채널 필터

(1)의 끝에 구비된다.

채널 필터(1)로부터의 출력은 채널 필터(2)로 공급된다. 채널 필터(2)는, 채널 필터(2)에서 사용되는 샘플링 주파수가

채널 필터(1)에서 사용되는 샘플링 주파수와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작 및 구성에 있어서 채널 필터(1)와 동일

하다. 도 7b에서와 같은 필터링 효과가 얻어진다.

따라서, 도 8에 도시한 다중대역(multiband) 수신 필터는 도 7c에 도시한 바와 같은 총 특성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구

요소에 부가되었던 주파수 오프셋이 채널 필터(2)의 끝에 구비되는 주파수 오프셋 회로에 의해 제거되고, I 및 Q 신호

가 완전한 베이스밴드 신호로써 출력된다.

상기의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이 명백 해진다. 제 1 실시예가 또한 설명된다. 도 

10d는 샘플링 동작에 의한 틈새 효과, 즉 도 4c에 도시한 세단의 필터의 합성적인 특성 또는 도 7c에 도시한 다중대

역 수신 필터의 특성에 입각한 샘플링 동작sin(πf/fs)/πf/fs의 스펙트럼 특성의 영향을 나타낸다.

틈새 효과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제 1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가 신호를 수신하는 통신 시스템에 할당된 주

파수 대역에서만 신호의 통과를 허용하기 위한, 제 1 필터(즉, 대역 통과 필터,2)의 주파수 특성이 도 15에 도시된 바

와 같은 방법으로 샘플링 동작으로 인한 틈새 효과와 상반되게 세트된다. 상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대역 통과 필터는 

표면 음향 필터(SAW filter)를 사용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샘플링 동작을 매우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수행하기 위하여, 샘플링 회로의 이전 및 이후단

은 틈새 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샘플링 회로의 속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높

은 속도 특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8비트의 정확성을 가지고 샘플링되는 100MHz의 반송파를 갖는 1MHz의 신

호를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틈새 시간은 13.67ps 또는 그 이하로 감소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높은 속도 특성을 샘

플링 회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홀딩용 캐패시터의 용량을 수 pF까지 줄여야 한다. 그 결과, 홀드용 캐패시터를 포함

하는 홀드 회로가 높은 속도 특성을 갖게 되며, 100MHz의 대역폭을 갖는 회로가 1MHz의 대역폭을 갖는 신호를 추

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홀드 회로의 대역폭이 수신되는 신호의 대역폭 보다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 수신되는 신호를 미리 규

정한 대역폭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전단에 대역 통과 필터를 구비하기는 하지만, 이후단에 구비되는 회로의 대역폭

은 대역 통과 필터의 대역폭 보다 상당히 넓어야 한다. 홀드 회로에 의해 야기되는 열 잡음의 양은 종래의 수신기 회

로에서 야기되는 양보다 훨씬 많으며, 이는 또한 에러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도 9에서와 같은 IF 신호를 가지고 사용

되는 종래의 회로는 수반되는 홀드 회로의 광대역 뿐 아니라 열 잡음이 증가하는 단점을 갖는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는 수신되는 신호를 샘플링을 통해 양자화하고 이렇게 양자화된 신호를 디지털화된 신호 처

리 동작을 받게 함으로써 채널 필터를 형성한다. 무선 수신 장치는 샘플링 동작에 의한 틈새 효과를 보상하는 대역 통

과 필터로부터의 출력을 샘플링 및 홀딩 하는 샘플-홀드 회로, 및 이 샘플-홀드 회로의 샘플링 주기 동안 수신되는 신

호를 적분하는 기능을 갖는 적분 회로를 포함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적분 기능을 갖는 적분 회로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설명을 위해 사용된 도 1의 샘플-홀드 회로(5)에 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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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에서, 제 2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는 샘플-홀드 회로(A) 및 적분 회로(B)를 포함한다. 입력 신호는 샘플

-홀드 회로(A) 및 적분 회로(B)에 공급된다. 샘플-홀드 회로(A)에서, 입력 신호(101)는 분할기(102)에 의해 두 개의 

신호 성분으로 분할된다. 이렇게 분할된 두 개의 신호는 커플링 캐패시터(103,104)에 의 해 개별적으로 증폭되고 각

각 증폭 트랜지스터(105,106)에 공급된다. 증폭 트랜지스터(105,106)로부터의 출력은 샘플-홀드용 스위칭 트랜지스

터(113,114,115,116)에 전달된다. 샘플-홀드용 스위칭 트랜지스터(113,114,115,116)를 제어하기 위한 게이트 회로

(119,120)는 샘플링 펄스 신호(117)를 입력으로써 수신하는 샘플링 펄스 증폭기(118)에 의해 제어된다.

샘플-홀드용 스위칭 트랜지스터(113,114)의 출력단은 출력 라인(121)에 의해 홀드용 캐패시터(122)에 함께 접속된

다. 스위칭 트랜지스터(115,116)의 출력단은 접지 되며, 이에 따라 홀드 주기동안 입력 신호의 흐름을 허용하게 된다.

홀드용 캐패시터(122)단의 전압은 버퍼용 증폭기(124)에 의해 증가하며 샘플-홀드 회로 출력 신호(125)로 출력된다.

증폭 트랜지스터(105,106)는 완충용 저항(111,112)을 통해 커런트 미러용 트랜지스터(107,108)에 각각 접속된다. 

커런트 미러용 트랜지스터(107,108)는 정전류원(109,110)으로부터 일정한 전류를 받는다. 샘플링 펄스 신호(117)가

도 14b에 도시한 바와 같은 파형 동작에 할당된다.

적분 회로(B)에서, 입력 신호(101)는 감쇠기(1100)에 공급되고, 감쇠기(1100)의 감쇠량은 감쇠량 제어 신호(1101)

에 의해 제어된다. 감쇠기(1100)로부터의 출력은 분할기(1102)에 의해 두 개의 신호 성분으로 분할된다. 이렇게 분할

된 두 개의 신호는 커플링 캐패시터(1103,1104)에 의해 각각 증폭되며 증폭 트랜지스터(1105,1106)에 각각 공급된

다. 증폭 트랜지스터(1105,1106)의 출력은 샘플-홀드용 스위칭 트랜지스터(1113,1114,1115,1116)에 전달된다.

샘플-홀드용 스위칭 트랜지스터(1113,1114,1115,1116)를 제어하기 위한 게이트 회로(1119,1120)는 입력 신호로 

적분 제어 신호(1117)를 받는 샘플링 펄스 증폭기(1118)에 의해 제어된다. 샘플-홀드용 스위칭 트랜지스터(1113,11

14)의 출력단은 출력 라인(1121)에 의해 홀드용 캐패시터(1122)에 함께 접속된다.

스위칭 트랜지스터(1115,1116)의 출력단은 접지되며, 이에 따라 홀드 주기동안 입력 신호의 흐름을 허용하게 된다. 

홀드용 캐패시터(1122)단의 전압은 버퍼용 증폭기(124)에 의해 증가하며 샘플-홀드 회로 출력 신호(125)로 출력된

다. 증폭 트랜지스터(1105,1106)는 완충용 저항(1111,1112)을 통해 커런트 미러용 트랜지스터(1107,1108)에 각각 

접속된다. 커런트 미러용 트랜지스터(1107,1108)는 정전류원(1109,1110)으로부터 일정한 전류를 받는다. 적분 제어

신호(117)가 도 14c에 도시된 바와 같은 파형 동작에 할당된다.

샘플-홀드 회로(A)는 적분 회로(B)와 두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다. 첫째로, 서로 다른 제어 신호를 사용한다. 둘째로, 

커플링 캐패시터(103,104)는 대응하는 증폭 트랜지스터(105,106)의 드레인에 접속되고, 트랜지스터(113,114,115,1

16)를 포함하는 브리지 회로에 직접 접속된다. 반대로, 커플링 캐패시터(1103,1104)는 대응하는 증폭 트랜지스터(11

05,1106)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증폭 트랜지스터(1105,1106)의 드레인을 경유하여 트랜지스터(1113,1114,1115,1

116)를 포함하는 브리지 회로에 접속된다.

그 결과, 커플링 캐패시터(103,104) 및 증폭 트랜지스터(105,106)로 구성되는 회로에 의해, 입력 신호(101)가 트랜

지스터(113,114,115,116)를 포함하는 브리 지 회로에 전압 신호로써 공급된다. 커플링 캐패시터(1103,1104)로부터

의 입력 신호는 증폭 트랜지스터(1105,1106)에 의해 전압 신호에서 전류 신호로 변환되며, 이렇게 변환된 전류 신호

는 트랜지스터(113,114,115,116)를 포함하는 브리지 회로에 공급된다.

도 14a 내지 도 14c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이론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도 14 내지 도 14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신호가 t1, t2, t3, t4, 및 t5에서 샘플링 된다. 샘플-홀드 회로(A)는 시간 t1, t2, t3, t4, 및

t5에서, 회로가 샘플링 시간 바로 전에 유지되는 트랙킹 상태에서 적분 상태로 바뀐다.

도 14a 내지 도 14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트랙킹 상태는 t1p에서 t1, t2p에서 t2, t3p에서 t3, t4p에서 t4, 및 t5p에서 

t5까지의 간격으로써 표현된다. 입력 신호는 t1과 t1s, t2와 t2s, t3과 t3s, t4와 t4s, 및 t5와 t5s 간의 Δt 주기 동안 

적분된다.

회로는 동작하는 내내 동일한 원리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이에 따라 시간(t1)에서의 회로를 예로써 설명한다. 샘플-

홀드 회로(A)는 시간(t1p)에서 트랙킹 동작을 시작하고 시간(t1)에서 홀드 상태로 들어간다. 시간(t1)에서의 입력 신

호(101)의 전압은 P1이고, 전위(P'1)는 샘플-홀드 회로를 통해 홀드용 캐패시터(CH)로부터 수신된다. 결과적으로, 

입력 신호(101)는 적분 회로의 트랜지스터(1105,1106)에 의해 전기 전류로 변환된다. t1에서 t1p까지의 주기 동안, 

트랜지스터(1113,1114)는 전도성이 되며, 따라서 전기 전류를 홀드용 캐패시터(122)에 저장 한다. 바꾸어 말하면, t1

에서 t1p까지의 적분 회로로의 신호 입력은 적분되고, 이렇게 적분된 값은 전위(P'1)에 포개지며, 이에 따라 전위(P'1)

를 생성한다. 샘플-홀드 회로 동작 및 적분 동작이 수행될 때, 도 7에 의해 표현되는 전기적 전위는 홀드용 캐패시터(

122)에 저장된다. 적분 동작이 수행될 때, 도 8에 의해 표현되는 전기적인 전위는 홀드용 캐패시터(122)에 저장된다.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입력 신호는 단순 사인파(즉, 입력 진폭 1을 갖는)로써 표현된다. 또한, 샘플-홀드 회로(

A)로부터의 출력과 적분 회로(B)로부터의 출력 간의 관계는 감쇠량 제어 신호(1101)를 사용하여 감쇠량을 제어하는 

감쇠기(1100)에 의해 제어된다.

수학식 7

(홀드용 캐패시터 단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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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샘플링 포인트(t1)가 Δt의 중심에 위치하고 Δt가 2Δτ에 위치한다고 가정하면, 상기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된다.

수학식 8

(홀드용 캐패시터 단의 전압)

= cos2πfct1 + (1/2πfc)sin2πfc(t1+Δτ) - sin2πfc(t1-Δτ)

= cos2πfct1 + (1/2πfc)sin2πfct1cos2πfcΔτ + cos2πfct1sin2πfcΔτ-sin2πfct1cos2πfcΔτ + cos2πf

ct1sin2πfcΔτ)

= cos2πfct1 + (1/πfc)cos2πfct1sin2πfcΔτ

= cos2πfct11 + (1/πfc)sin2πfcΔτ

요컨대,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1/πfc의 진폭 요소가 cos2πfct1의 출력에 곱해진다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sin2πf

cΔτ의 변화량이 전압의 샘플링으로부터 발생하는 cos2πfct1의 출력에 더해짐이 명백해진다. 이 설명으로부터, Δ

τ가 입력 신호 내에서 양자화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력 신호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입력 신호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간섭파 또는 제한된 대역폭내에 존재하는 잡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인파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대역폭에 대한 캐리어 주파수의 비에 대응하는 교란(disturbance)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란의 정

도는 대개 0.1 또는 그 이하로 고려되며, 이에 따라 그 값은 상기의 식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만

일 양자화 정확도가 8비트라면, Δτ의 폭은 데이터비 한 주기의 1/256 또는 그 이하로 세트된다.

무선 수신 장치가 신호를 수신하는 통신 시스템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만 신호의 통과를 허용하는 제 1 필터(2)의

대역폭을 1MHz라고 가정하면, Δτ는 1㎲의 1/256, 즉 4㎱ 또는 그 이하로 넓어질 수 있다.

수신된 신호의 적분은 바람직한 파의 신호의 에너지를 적분할 수 있는 효과 를 갖는다. 특히, 약한 무선파가 수신되고

바람직한 파형의 신호가 회로내의 열 잡음에 묻혀버리는 경우일지라도, 보통의 전압에서 수행되는 샘플링 동작은 틈

새 효과가 발생하는 주기 동안에만 입력 신호로부터 파워가 생성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수신

시스템은 에너지가 적분되는 동안 시간의 주기가 연장되면서 수신된 신호를 적분한다. 그러므로, 파워를 두배로 한다.

또한, 열 잡음과 같은 랜덤 신호가 신호 대 잡음비를 개선하면서 스스로 제거된다.

일반적인 샘플-홀드 회로와 비교할 때, 제 2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 회로는 홀드용 캐패시터의 용량을 적분 실행 

시간에 대한 틈새 시간의 비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상기의 범위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캐패시터단의 

고주파 임피던스를 상당히 작은 값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잡음의 혼합 및 열 잡음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의 실시예에서, 틈새 시간은 13.67ps 또는 그 이하이고, 적분 실행 시간은 4ns 또는 그 이하이다. 적

분 실행 시간에 대한 틈새 시간의 비는 292.6이다. 0.3pF 또는 그 정도의 용량을 갖는 홀드용 캐패시터가 종래의 샘

플-홀드 회로에 대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패시터의 용량은 제 2 실시예에서 약 87.8pF으로 증가될 수 있다. 

요컨대, 종래의 샘플-홀드 회로는 100MHz의 대역폭을 갖는 신호에 대해 5.3㏀의 높은 임피던스를 갖고, 반면 본 실

시예에 따른 샘플-홀드 회로는 동일한 신호에 대해 18.1Ω의 낮은 임피던스를 갖는다. 1pF의 부유 용량을 통해 50Ω

의 신호-소스 임피던스를 갖는 잡음 소스로부터 입력 신호내에 잡음이 혼합된다고 가정하면, 약 0,3pH의 용량을 갖

는 홀드용 캐패시터는 단지 -2.56dB의 감쇠를 야기하고, 87.7pF의 용량을 갖는 홀드용 캐패시터는 -39.2dB의 감쇠

를 야기하며, 이에 따라 잡음을 36dB 또는 그 이상으로 감소시킨다.

제 3 실시예

수학식 8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샘플링 회로에 공급되는 수신되는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fc)와 적분 실행 시간(

Δt)은 제대로 된 방법에서는 서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홀드용 캐패시터 단의 전압)

= cos2πfct11 + (1/πfc)sin2πfcΔτ에서, 수신된 반송파 주파수(fc)가 증가하는 경우, 적분 실행 주기 Δτ가 상기

방정식에서 fc에 대해 변하지 않는다면, Δτ는 데이터 비의 한 주기에 관련된 양자화 정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

람직한 값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다중대역-호환성 무선 수신 장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즉 반송파의 주파수 또는 수

신되는 신호의 대역폭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샘플링 주파수가 변하는 경우, 적분 상수가 고정된다면, 

출력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의 초기의 기대 함수(expected function)를 망가뜨리면서 포화(saturation)되

거나 감소될 것이다.

샘플링 주파수가 변화되는 샘플-홀드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 샘플링 주기 Δt가 고정된다면, 제 2 실시예의 기대 효과

는 당연하게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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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신되는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fc)가 증가하는 경우, 적분 실행 주기(Δτ)가 반송파 주파수(fc)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하게 되며, 식 8의 CH 용량, 즉 (홀드용 캐패시터 단의 전압)

= (1/2πfcCH)cos2πfct11 + (1/πfc)sin2πfcΔτ

이 변화될 것이고, 따라서 적분 출력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신호 대 잡음비를 악화시킨다.

상기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 2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적분 회로는 적분 실행 시간

이 제 3 실시예에서의 다양한 값들로부터 변화되거나 선택될 수 있도록 배열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16에 도시된 

지연기는, 도 13에 도시되며 제 2 실시예에 대해 설명된, 샘플-홀드 회로에 인가되는 샘플링 펄스 신호(117)의 폭을 

가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도 16에 도시된 회로는, 총체적으로, 입력 신호로써 기본 신호(130)를 받고 샘플링 펄스 신호(117)를 생성하는 가변 

지연기를 구성한다. 지연 명령 신호(132)는 디지털 형태로 가변 지연기에 공급되고, 지연기는 작업 조건에 대응하여 

지연의 정도를 조절하고 적분 실행 시간(Δt)의 길이를 결정한다.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가변 지연기는 지연 명령 신호(132)를 받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41), 상기 디지털/아날

로그 변환기(141)로부터의 출력 전압을 받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142), 가변 용량 다이오드에 저장된 전하를 전송하

는 커플링 캐패시터(143), 및 캐패시터로부터 방출된 전하를 적분하고 저장하는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144)를 포

함한다.

가변 지연기가 상기의 예에서 지연 명령 신호(132)를 공급함으로써 샘플링 펄스 신호의 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

지만, 샘플링 펄스 그 자체는 다수의 샘플링 신호로부터 선택될 것이다.

상기의 구성에 있어서, 샘플-홀드 회로내의 적분 실행 시간은 입력 신호의 주파수 또는 대역폭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

라서 달라지며, 이에 따라 바람직한 적분 효과성을 구현할 수 있다.

제 4 실시예

다중대역-호환성 무선 수신 장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 샘플링 주파수가 반송파 주파수 또는 수신되는 

신호의 대역폭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하는 경우, 샘플-홀드 회로에 부가된 적분 회로의 적분 실행 

시간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적분 회로의 적분 용량이 고정되면서 적분 실행 시간이 바뀐다면, 출력은 무선 수신 장치의 초기의 기대 함수를 망가

뜨리면서 포화되거나 감소될 것이다. 식 8에 의해 표현되는 바와 같이, 샘플 회로에 공급되는 수신되는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fc)와 적분 실행 시간(Δt)에 의해 규정되는 적분 용량은 제대로 된 방법에서는 서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수

신되는 반송파 주파수(fc)가 증가하는 경우, 적분 실행 주기(Δτ)가 반송파 주파수에 있어서의 증가에 대응하여 변한

다고 가정하면, 식 8에서의 CH의 용량, 즉 (홀드용 캐패시터 단의 전압)

= (1/2πfcCH)cos2πfct11 + (1/πfc)sin2πfcΔτ

이 변하며, 적분 출력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신호 대 잡음비가 저하된다.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 3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에 사용되는 적분 회로는 적분 실행 시간이 제 4 

실시예의 다양한 값들로부터 변화되거나 선택될 수 있도록 배열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 17은, 상기 제 3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 13의 샘플-홀드 

회로(5)의 홀드용 캐패시터(122)에 가변 용량을 부가한 것이다.

도 17은 전체로서 홀드용 캐패시터 가변 장치를 구성한 것이며, 적분 용량 명령 신호(155)를 받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51)와, 그 출력 전압을 받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152)와, 그 가변 용량을 전달하는 커플링 캐패시터(153)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151)와 가변 용량 다이오드(152)를 결합시키는 전류 결합 수단(154)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입력 신호의 주파수 또는 대역폭의 변화에 따라 샘플-홀드 회로의 적분 용량이 변하게 되며, 이

에 따라 바람직한 적분 효과를 이룰 수 있게된다.

제 5 실시예

상기 제 2 실시예에서는, 잡음 감소를 위하여 적분 회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공하였으나, 적분 실행 시간 동안 어떠

한 중량(weighting)도 수행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신호 검출의 정확도가 감소된다. 이 때문에, 적분 실행 

시간은 상기의 식 2에 도시하는 범위에 한정되어 버린다. 즉,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저주파수 잡음에 대해서는 덜 효과

적이다.

또한, 샘플링 신호의 리딩(leading) 및 트레일링(trailing) 에지가 가파르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샘플링 신호를 공

급하는 증폭기는 구동 능력과 고속 성능이 요구된다. 이때, 증폭기로부터의 불필요한 외부 방사가 증가하기 쉽다.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는,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제 2 실시예의 수신 장치의 적분 회로에 있어서, 적분

게이트 함수를 나이키스트 신호 파형이 되도록 한 것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18에 있어서, 입력 신호(101)로부터 

샘플 홀드 출력(125)까지는 상기 제 2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 13의 구성과 동일하다. 샘플링 펄스 신호(117)는 나이키

스트 필터(161)에 공급되고 그 출력(162)이 샘플링 펄스 증폭기(118)로 공급된다.

도 19a 및 도 19b는 도 18에 도시한 샘플-홀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19a는 샘플링 펄스 

신호(117)의 파형을 도시하고, 도 19b는 그 나이키스트 필터(161)를 통과한 출력(162)을 도시한다.

수신되는 신호는 도 19b에 도시한 나이키스트 파형의 신호에 따라 적분된다. 즉, 수신되는 신호는 나이키스트 신호 

파형에 의해 형성된 창을 통과한 결과로써 적분된다. 전송 펄스의 파워가 초기의 파워의 1/2되는 주기, 즉 샘플-홀드 

주기는 τ1으로 하고, 적분 실행 시간은 이전에 설명된 바와 유사한 방법으로 Δt로 하며, Δt는 2τ로 표현된다.

나이키스트 파형이 정규 분포 파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3τ1 ≤Δt와 같은 관계가 얻어진다. 요컨대, 총 적분 실행 시

간은 제 2 실시예에 의한 회로에 의해 요구되는 것 보다 약 1.5배 더 길어진다. 적분 실행 시간의 67% 이내에,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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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되는 신호의 99%의 전력을 얻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모든 펄스 주파수 성분은 1/2의 주파수에 집중되며, 이에 

따라 통상의 펄스 신호의 고주파 대역에 걸쳐 발생하는 고조파 성분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상기의 구성에 의해, 적분 기능을 가지며 높은 신호 대 잡음비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샘플-홀드 회로가 구현될 수 있

다.

실시예 6

상기 제 2 실시예 내지 제 5 실시예에 따른 적분 회로를 갖는 샘플-홀드 회로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적분 회로는 수

신되는 신호의 반송 신호의 주기 보다 짧은 적분 실행 시간을 갖는다. 이 때문에, 적분 회로는 열 잡음 등의 랜덤 신호

를 낮은 주파수 성분으로부터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된다.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상기 제 2 실시예 또는 제 3 실시예의 수신 장치의 샘

플-홀드 회로의 시상수가 샘플링 주기 보다 더 길어진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20에 있어서, 

입력 신호(101)로부터 샘플 홀드 출력(125)까지의 요소는 상기 제 2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 13과 동일한 것이다. 샘플

링 펄스 신호(1117)와, 이것을 받는 카운터(171)와, 이 카운터(171)의 출력인 장주기 샘플 홀드 신호(172)와, 카운터

(171)에 카운트 수를 지시하는 제어 신호(173)로 이루어 진다. 리세트 신호계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무선 수신 장

치의 동작 예를 도 21a 및 도 21b에 도시한다. 도 21a은 샘플링 펄스 신호(1117)를 도시한다. 도 21(B)은 카운터(17

1)의 출력(172)을 도시한다. 무선 수신 장치의 원리를 도 22에 도시한다.

도 20에 도시한 샘플링 펄스(1117)는, 도 21a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 t1n, t2n, t3n, ....., tn-1n, tnn, tm3, ...., tm-1m

, tmm, ...에 등간격으로 도달된다. 카운터(171)는 제어 신호를 받아, n개의 펄스 주기 동안 적분 동작을 하고 m개의 

펄스 주기 동안 신호를 홀드 하는 장 주기 펄스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장 주기 신호가 장 주기 샘플-홀드 신호(1

72)이다. 즉 시간(t1n)에서 'H' 상태가 되고, 시간(tnn)에서 'L'상태가 , 시간(tmm)에서 'H' 상태로 돌아간다. 샘플-홀

드 회로 신호는 이러한 동작의 순환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 결과, 장주기 샘플 홀드 신호(172)의 주기는 샘플링 

펄스 신호(1117) 보다 (n+m)배 길어진다. 샘플-홀드 신호의 이러한 상태를 주파수 특성으로 표현한다.

도 22의 특성 곡선은, 수신되는 신호가 샘플링 주파수(fs)에서 샘플링될 때의 출력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즉, 일

반적으로 샘플링 특성으로 불리는 특성을 나타낸다. 출력의 주파수 특성은, 직류 범위를 상대 진폭 1로 하면 sin(πf/f

s)｝/(πf/fs)｝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δa를 양자화 에러 범위 이내로 감쇠시킬 수 있도록 샘플링 주파수의 입력 주파수 대역폭이 결정된다.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는, 예를 들면 샘플링 주파수(fs) 보다 4배 및 5배 높은 주파수 위치에 나타나는 스펙트럼파에 의

해, 즉 4fs 및 5fs 사이에 나타나는 스텍트럼파를 이용하는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샘 플링 특성에 있어서 스펙트럼파

의 정점은 약 4.5fs의 주파수 위치에 나타고, 정점(An+m)에서의 스펙트럼파의 레벨은 약 0.05가 된다. δb의 양자화

정확도 이내의 주파수 범위(fBW)가 스펙트럼파의 정점에 대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샘플링 되는 수신

신호의 주파수(fc)와 샘플링 주파수(fs)는 4.5:1의 관계를 가지며, 도 22에서와 같은 샘플링 특성 곡선이 얻어진다. 샘

플링 출력은 이 예에서는 0.05로 감쇠 하지만, 잡음은 4.5배의 장주기로 적분되어 감쇠 한다. 그러므로, 잡음의 성질

에 따라서, 상기의 샘플링 동작이 잡음을 감소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샘플링 주파수의 감소는 샘플링 홀

드 회로 및 그에 연결된 주변 장치에 의해 소모되는 파워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실시예 7

상기 제 2 실시예 내지 제 6 실시예에 있어서, 샘플-홀드 회로를 사용할 때 거의 직류 레벨로부터 샘플링을 수행하였

다. 샘플링 후에 교류 결합을 했어도, 샘플링에 의해 추출되는 직류 정보 요소는 제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샘플링 

회로의 온도 드리프트 또는 입력 회로의 직류 오프셋과 같은 원치 않는 요소를 제거하기가 어렵다.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수신되는 신호를 샘플링에 의해 양자화한 후 이렇게 

양자화된 신호를 디지털화된-신호 처리 연산을 받게 함으로써 채널 필터를 구성하는 방식의 무선 수신 장치를 제공

하며, 샘플-홀드 회로로 구성되며 수신되는 신호를 샘플링하는 샘플링 수단; 샘플-홀드 회로로부터 수신되는 현재의 

샘플화된 신호와 이전의 샘플화된 신호간의 차이를 계산 하는 차이 계산 수단; 및 차이 계산 수단의 출력과 대역 통과

필터의 출력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렇게 얻어지는 차이를 샘플-홀드 회로로 입력시키는 수단을 포함한다.

도 23은 제 7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23에서, RF 신호(201), 대

역 통과 필터(202), 대역 통과 필터(202)의 출력(203), 샘플-홀드 회로(204), 샘플 홀드 신호(205), 샘플-홀드 회로 

출력(206), 힐버트 변환 회로(207), 힐버트 변환용 클럭 신호(208), 힐버트 변환용 초기 위상 제어 신호(209), 힐버트

변환된 I 출력(210), 힐버트 변환된 Q 출력(211), 복소 계수 필터 I(212), 복소 계수 필터 Ⅱ(213), 복소 계수 필터 Ⅲ(

214), 복소 계수 계수 필터의 I 출력(215), 복소 계수 필터의 Q 출력(216)까지는 도 2와 동일한 것이다. 초기 위상 제

어 신호(209)가 힐버트 변환기(207)에 공급되기는 하지만, 이 신호는 I=0, Q=0으로 하기 위한 도 11의 플립-플롭(U

3,U4)의 제어 리셋 입력이다.

본 발명에 의한 무선 수신 시스템에 새롭게 부가된 요소의 구성이 도 23을 참조로 하여 설명된다. 도 23에 있어서 새

롭게 부가된 것은, 버스트(burst) 형상의 입력 신호가 도달된 초기 단계의 영향을 이후단에 유연하게 전달하기 위한 

램핑 회로(221), 제 1 감산기(222), 제 1 감산기(222)의 출력(223), 데이터 지연기(224), 및 제 2 감산기(225)이다.

램핑 회로(221)는 버스트-형상의 샘플-홀드 회로 출력(206)을 받아 제 1 감산기(222)에 공급된다. 지연기(224)는 

제 1 감산기(222)의 출력(223)을 받아 이전 에 샘플링된 데이터를 역부호로 상기 제 1 감산기(222)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제 1 감산기(222)의 출력(223)은, 샘플-홀드 회로 출력(206)의 평균 직류 전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점차 바뀐

다. 이 평균 직류 전위를 도시하는 감산기 출력(223)은 제 2 감산기(225)로 공급되며, 대역 통과 필터(202)의 출력(2

03)으로부터 평균 직류 전위가 제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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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설명으로부터, 샘플-홀드 회로를 사용할 때에 직류 전위를 포함하는 샘플링을 수행함에 따른 샘플링 출력에 

파생된 직류 요소와, 샘플링 회로의 온도 드리프트와 입력 회로의 직류 오프셋 등 원래 불필요한 성분의 혼입을 제거

하는 효과를 갖는 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시예 8

제 7 실시예에서 제 1 감산기(222)에 I 신호 및 Q 신호가 번갈아 입력됨에도 불구하고, 4 데이터 세트마다 직류 레벨

의 연산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전후하는 2 데이터간은 직접 관계가 없는 I 신호와 Q 신호의 직류 레벨을 비교하게 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는 수신되는 신호를 샘플링에 의해 양자화한 후 이렇게 양자

화된 신호를 디지털화된-신호 처리 연산을 받게 함으로써 채널 필터를 구성하는 방식의 무선 수신 장치를 제공하며, 

샘플-홀드 회로로 구성되며 수신되는 신호를 샘플링하는 샘플링 수단; 샘플-홀드 회로의 샘플 출력으로부터 직각 요

소를 생성하는 힐버트 변환 수단; 변환 수단으로부터 받은 직각 요소 중의 하나와 이전에 샘플링된 동일한 타입의 직

각 요소 간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한 차이 계산 수단과; 차이 계산 수단의 출력과 대역 통과 필터간의 차 이를 계산하

고 이렇게 얻어지는 차이를 샘플-홀드 회로에 입력시키는 수단을 포함한다.

도 24는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23에서, RF 신호(201), 대역 통과 필터(20

2), 대역 통과 필터(202)의 출력(203), 샘플-홀드 회로(204), 샘플 홀드 신호(205), 샘플-홀드 회로 출력(206), 힐버

트 변환기(207), 힐버트 변환용 클럭 신호(208), 힐버트 변환용 초기 위상 제어 신호(209), 힐버트 변환 I 출력(210), 

힐버트 변환 Q 출력(211), 복소 계수 필터 I(212), 복소 계수 필터 Ⅱ(213), 복소 계수 필터 Ⅲ(214), 복소 계수 필터

Ⅰ 출력(215), 복소 계수 필터 Q 출력(216)까지는 도 2 또는 도 23과 동일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에 새롭게 부가된 구성이 도 24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24의 회로에 새롭게 부가된 

것은, 바스트 형상의 입력이 도달된 초기단의 영향을 이후단에 유연하게 전달하기 위한 램핑 회로(221), 제 1 감산기(

232), 제 1 감산기(232)의 출력(233), 데이터 지연기(234), 및 제 2 감산기(235)이다.

힐버트-변환된 I 출력(210) 또는 힐버트-변환된 Q 출력(211)이 램핑 회로(231)를 통해 제 1 감산기(232)로 공급된

다. 지연기(234)는 제 1 감산기(232)로 부터의 출력(233)을 받아 이전에 샘플화된 데이터를 역부호로 상기 제 1의 감

산기(232)에 공급된다. 이 결과, 제 1 감산기(232)의 출력(233)은, 샘플-홀드 회로 출력(206)의 평균 직류 전위를 도

시할 수 있도록 점차로 변한다. 이 평균 직류 전위를 도시하는 감산기 출력(233)이 제 2 감산기(235)로 공급되고, 대

역 통과 필터(202)의 출력(203)으로부터 평균 직류 전위가 제거된 것이다. 이 때, 제 1 감산기 (232)에 입력되는 신호

는, I 신호 또는 Q 신호 중 어느 한쪽에 한정되므로 계산 결과에 효과가 없다.

상기 설명으로부터, 샘플-홀드 회로를 사용할 때에 직류 전위를 포함하는 샘플링을 수행함에 따른 샘플링 출력에 파

생된 직류와, 샘플링 회로의 온도 드리프트와 입력 회로의 직류 오프 세트 등의 본래는 불필요한 성분의 혼입에 대하

여, 적확한 응답 동작으로 제거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명백하다.

제 9 실시예

직접 변환 수신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수신기의 IF단에 구비되는 채널 필터의 대용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베이스 대역 회로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필터링이 불충분한 HF단이 넓은 동적 범위 및 넓은 대역폭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상기의 넓은 동적 범위 및 대역폭을 가지는 신호를 필터링하는 필터를 필요로 한다.

도 7a 내지 도 7c는 두 세트의 캐스케이드를 이루는 세 단의 복소 계수 필터로 구성되는 채널 필터의 이론적인 특성

을 나타낸다. 세 단의 복소 계수 필터를 포함하는 상기의 채널 필터는 인접파의 중심 주파수에서 -125dB 또는 그 이

상의 감쇠를 야기시킨다. 인접파간의 경계에서 조차도, -25dB인의 감쇠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즉, 채널 주파수 폭의 

관점에서 보면, 샘플링 파형내에 형성된 이미지 주파수간에 네 개의 채널을 대응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복소 계수 필터에 의한 채널 필터를 종속 접속하고, 다음 단에 샘플링 주파수를 1/4로 약하게 함으로써, 주파수 특성

상 대칭성이 양호하고 매우 효율 좋은 필터를 구현할 수 있다.

도 7a는, 대역폭이 주파수 대역폭보다 64배 넓은 오버샘플링 주파수에서 필터가 활성화될 때, 도 2에 도시한 복소 계

수 필터를 포함하는 전치하는 채널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도 7b는, 대역폭이 주파수 대역폭보다 16배 넓은

오버샘플링 주파수에서 필터가 활성화될 때, 도 4d와 같은 구조를 갖는 연속적인 세 단의 복소 계수 필터를 포함하는 

채널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도 7c는 이들 두 개의 채널 필터가 직렬로 연결될 때 얻어지는 대칭 특성이다. 

도 7c의 특성으로부터, 샘플링 주파수의 사이에 16채널이 수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인접파와 그 다

음 인접파의 경계에 있어서의 신호의 통과량은 -30dB를 초과하는 감쇠가 되며, 제 7 인접파와 제 8인접파의 경계에

서는 -60dB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인접파의 중심 주파수에 있어서는 필터는 널 포인트(칠한 

점)에 있으며, -125dB 또는 그 이상의 감쇠가 발생한다.

상기의 설명으로부터, 64배의 오버샘플링 주파수에서 활성화되는 세 단의 복소 계수 필터를 포함하는 전치하는 채널 

필터가 바람직한 파형으로부터 주파수가 다소 떨어진 인접파의 감쇄 작용에 우세한 효과를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는 상기 설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를 설

명하기 위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제한된 제작 정밀도의 소자를 포함하는 적분 회로에서, 고차(high-order)의 샘플

링을 통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는 전치하는 채널 필터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그 결과, 바람직한 파형으로부터 주파수

가 떨어져 있는 인접파의 감쇄 효과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후단에 구비되는 채널 필터 회로는 강한 레벨의 인

접파 신호가 제거되 는 근방에만 바람직한 파의 신호를 수신한다. 즉, 신호의 동적 범위가 낮은 레벨로 줄어든다. 결과

적으로, 후단 채널 필터의 소자 제작 정밀도가 전단의 채널 필터보다 낮아도, 즉 큰 레벨의 인접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적어진다.

실시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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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9 실시예에서 설명된, 한정된 정밀도로 제작되는 소자를 포함하는 적분 회로의 경우, 고차의 샘플링을 통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는 전치하는 채널 필터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연산 정밀도를 실현

하는 수단은 본 발명의 경우와 같이 수신되는 신호가 이산화된 아날로그 신호이고 아날로그 회로에서 계산을 하는 경

우를 생각하면, 회로 소자 제작의 정밀도가 연산 정밀도를 지배하고, 전체에 걸쳐 -60dB에 필적하는 정밀도, 즉 1/10

00을 초과하는 정밀도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회로의 경우에, 스위치 캐패시터 회로를 이

용하여 높은 정밀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1000 또는 그 이상의 높은 정밀도를 갖는 캐패시터의 제작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캐패시터의 경우, 대향 면적이 넓을수록 치수 정밀도를 높게 할 수 있다. 즉, 정전용량이 적은 경우 정밀도가

저하된다.

복소 계수 필터의 각 계수는 전체가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당연히 작은 정전 용량의 캐패시터도 필요하게 된다. 즉, 

계산 정밀도는 최소의 정전 용량을 갖는 캐패시터의 용량 오차에 지배된다.

고차의 오버샘플링 주파수에서 활성화되는 전치하는 채널 필터가 후치하는 채널 필터의 반응보다 더 높은 샘플링 동

작에 대응하기 때문에, 후치하는 채널 필터 보다 더 작은 용량을 갖는 전치 필터가 요구된다. 즉, 후치하는 채널 필터

의 캐패시터 보다 더 작은 용량을 갖는 전치 채널 필터가 요구된다.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는,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이다. 즉, 낮은 용량으로 캐패시터의 소자 정밀

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캐패시터 보다 더 큰 용량을 갖는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실현된다. 요

컨대, 치수 정밀도의 향상은 고정밀도를 실현 할 수 있는 크기의 캐패시터를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보다 낮은 용량의 

캐패시터는 이 수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있는 크기를 갖는 복수개의 캐패시터를 직렬로 접속함으로써 실현된다. 이들

의 예를 도 26a 및 도 26b에 도시한다. 이들 도면은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 의한 무선 수신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 26a는 캐패시터의 형성 오차 원리를 도시하고, 도 26b는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의 원리를 도시한 것이다.

도 26A-1은 Co의 용량을 갖는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경우의 전극 형상을 도시한 것이다.

도 26A-2는 nCo의 용량을 갖는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경우의 전극 형상을 도시한 것이다.

n=9로 하고, 26A-1과 26A-2의 형상이 서로 유사하며, 캐패시터 제조상의 수치 정밀도를 절대량으로 ±δ써 표현된

다고 가정하면, 26A-1 및 26A-2 양쪽 모두 오차는 ±δ이고, 26A-1과 26A-2의 용량비는 n이므로, 한 변의 비는 n

의 평방근이 된다. n=9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 평방근은 3이 된다. 26A-1에서의 오차를 30%로 하면, 26A-2에서의 

오차는 30/3이 된다. 형상이 정방형이면, 면적에 대한 오차는 26A-1에 있어서는 (1±0.3)2이 되고, 오차는 ±0.1이 

되며, 26A-2에 있어서는 (1±0.3/3)2가 되며, 오차는 ±0.01이 되므로, 26A-1과 26A-2에서는 오차가 10:1이 됨을 

알 수 있다.

도 26B-1과 도 26는 동일의 정전 용량을 1개로 형성하는 경우와 n개로 형성하는 경우를 n=9를 예로 도시한 것이다.

26B-1의 용량을 Co로 하고, 26B-2의 용량을 C1, C2, C4, C5, C6, C7, C8, C9로 하고, C1=C2=C3=C4=C5=C6=C

7=C8=C9로 하면, 9Co=C1이 된다. 즉, 도 26a로부터 알 수 있듯이, 26B-1에 있어서 오차가 ±10%가 되는 정전 용

량도, 26B-2의 구성에서는 ±1%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제 1 실시예에 따른 무선 수신 장치가 신호를 수신하는 통신 시스템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에서만 신호의 통과를 허용하는 제 1 필터(대역 통과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샘플링 동작에 의한 틈새 효과와 반

대 특성이 되도록 함으로써, 샘플링에 의해 발생되는 틈새 효과를 보상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갖는 대역 통과 필터는 표면 음향 필터(SAW filter)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소 계수 필터를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캐스케이드 채널 필터를 사용하여 직접 변환 수신 모드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무선 수신 장치로서,

전치하는 채널 필터의 중심 주파수가 후치하는 채널 필터의 중심 주파수보다 상기 주파수에 근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수신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후치하는 채널 필터와 비교하여 상기 전치하는 채널 필터의 연산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후치하는 채널 필터의 구성 요소인 캐패시터의 용량은 상기 캐패시터가 높은 치수 정밀도로 제조될 수 있도록 

세트되고, 상기 전치하는 채널 필터의 구성 요소인 캐패시터의 용량은 캐스케이드 형태로 연결될 때 이전에 설명한 

캐패시터의 총 용량보다 작도록 세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수신 장치.

청구항 3.
복소 계수 필터를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캐스케이드 채널 필터를 사용하여 직접 변환 수신 모드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무선 수신 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파형을 얻기 위하여, 전치하는 채널 필터의 중심 주파수는 후치하는 채널 필터의 중심 주파수보다 상기 소정 

파형의 주파수에 근접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수신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하는 채널필터의 대역폭은 상기 후치하는 채널필터의 대역폭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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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수신 장치.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후치하는 채널 필터의 중심 주파수는 상기 전지하는 채널 필터의 중심 주파수에서 베이스밴드

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만큼 오프셋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수신 장치.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하는 채널 필터의 중심 주파수 및 상기 후치하는 채널 필터의 중심 주파수와 다른 중심 주

파수를 가지는 제 3 채널 필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수신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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