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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GSM 900MHz, DCS 1800MHz, 및 DCS 1900MHz 대역과 같은 다중 대역에서 각 대역에 대한 혼합기
의 필요성을 제거함에 의해 통신 장치(100)가 동작 가능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2중 
대역 GSM/DCS 1800 무선 전화기에 있어서, GSM 및 DCS 대역 모두에 대한 국부 발진기(LO) 삽입 주파수는 
조합  필터(222,  246)의  사용을  통해  혼합기(234)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혼합기  입력으로 이중화
(duplexing) 및 정합(matching) 요구는 단순화되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된다.  GSM RX/LO 조합 필터 및 
DCS RX/LO 조합 필터의 공통 출력 포트는 혼합기의 입력으로 이중화된다.  또한, 혼합기의 입력 임피던스 
정합은 IF 주파수에서 RF 트랩을 제공하는 외에, 각 대역내에서의 수신된 신호에 대한 임피던스를 정합시
키도록 설계된다.  혼합기의 출력에서의 정합은 IF 필터의 주파수를 정합시키도록 설계되며, RF 입력 주
파수에 저 임피던스를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3중-대역 무선 전화기가 또한 설명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장치의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도 1의 수신기(127)의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혼합기(234)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의 별도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수신기(127)의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의 별도 실시예에 따른 혼합기(234)의 개략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프레임 발생기

103 : 마이크로프로세서

104 : 메모리

123 : 송신기

125 : 합성기

127 : 수신기

130 : 메시지 수신기 및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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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통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무선 통신 장치의 사용의 증가로, 대역(spectrum)이 부족하게 되었다.  많은 경우에, 일 특정 대역(ban
d)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운용자는 그 고객을 수용하기 위해 개별 대역 상에 서비스를 제공해
야만 했다.  예를 들면, 900MHz 주파수 대역에서 GSM 시스템 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운용자는 
1800MHz 주파수 대역에서의 DCS 시스템에 의존해야만 했다.  따라서, 셀룰러 무선 전화기와 같은 통신 장
치는 두 주파수들 또는 PCS 1900과 같은 제3 시스템에서도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2 또는 그 이상의 주
파수에서의 동작 요구는 수개의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수신기가 각각의 대역에서 신호를 수신하
기 위해 개별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면 통신 장치는 그 크기 및 가격이 증가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구성 요소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다수 대역에서의 통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각각의  대역에  대한  혼합기의  필요성을  제거함에  의해  GSM  900MHz,  DCS  1800MHz,  및  PCS 
1900MHz 대역들과 같은 다중 대역에서 통신 장치가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
한다.  예를 들면, 이중 대역 GSM/DCS 1800 무선 전화기에서, GSM 및 DCS 대역에 대한 국부 발진기(LO) 
삽입 주파수는 조합 필터(combination filter)를 사용함에 의해 혼합기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혼합기 
입력에 대한 이중화(duplexing)  및 정합(matching)  필수 요건이 단순화되고, 신호 손실이 최소화된다.  
GSM 및 DCS 대역 각각에 대해 하나씩 있는 RX/LO 조합 필터는 RX 및 LO 입력 포트와 공통 RX/LO 출력 포
트를 구비한다.  GSM RX/LO 조합 필터 및 DCS RX/LO 조합 필터의 공통 출력 포트는 이중화되어 혼합기로 
입력된다.  RX와 LO 주입 주파수들 사이의 이중화는 조합 필터로 대치함으로써 충족되므로, 회로 설계면
에서 이중 대역 통신 장치에 대해서는 혼합기에 대한 이중 라인의 수를 6개에서 2개로 , 3-대역 통신 장
치에 대해서는 10개에서 4개로 감소시킨다.  또한, 혼합기의 입력 임피던스 정합은 IF 주파수에서 RF 트
랩(trap)을 제공하는 외에도 각 대역내에서 수신된 신호에 대한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도록 설계된다.  최
종적으로, 혼합기의 출력 회로는 RF 입력 주파수에 대해 낮은 임피던스를 제공하며, IF 필터의 입력에 정
합시킨다.

도 1에,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셀룰러 무선 전화기와 같은 무선 통신 장치가 도시된다.  양호한 실시예에
서,  모토롤라,  인크.  제조의  CMOS  ASIC와  같은  프레임  발생기  ASIC(101)  및  모토롤라,  인크.  제조의 
68HC11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103)은 조합하여 셀룰러 시스템에서 동작하도록 필요
한 통신 프로토콜을 발생시킨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3)은 RAM(105), EEPROM(107), 및 ROM(109)를 포함
하는 메모리(104)를 사용하며, 양호하게는 한 패키지(111)내에 통합되어 프로토콜을 발생하기 위한 필요 
단계를  수행하고  디스플레이(113)로의  기록,  키패드(115)로부터의  정보  수용,  본  발명에  따른 콘넥터
(116)를 통한 입력/출력 정보의 수용, 주파수 합성기(synthesizer: 125)의 제어, 또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신호를  증폭하도록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ASIC(101)은 마이크로폰(117)으로부터 입력된 음성을 음성 회로(119)에 의해 변환하여 스피커
(121)로 출력 처리한다.

송수신기는 무선 주파수 신호들을 처리한다.  특히, 송신기(123)는 주파수 합성기(125)에 의해 생성된 캐
리어 주파수를 사용하여 안테나(129)를 통해 전송한다.  통신 장치의 안테나(129)에 의해 수신된 정보는 
수신기(127)로  진입하여  주파수  합성기(125)로부터의  캐리어  주파수를  사용하여  심볼(symbol)을 

복조한다.  통신 장치는 선택적으로 디지탈 신호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메시지 수신기 및 저장 장치(13
0)를 포함할 수 있다.  메시지 수신기 및 저장 장치는 예를 들면 디지탈 응답 장치 또는 페이징 수신기가 
될 수 있다.

도 2에서, 블럭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이중 대역 무선 전화기에 대한 수신기(127)를 도시한다.  안테나
(129)에 의해 수신된 RF 신호는 제1 RF 정합 블럭(202) 및 제2 RF 정합 블럭(204)를 포함하는 정합 회로
(201)로 연결된다.  RF 정합 회로는 수신된 신호의 주파수에 의존하여 수신기에 대한 적절한 임피던스 정
합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RF 신호는 다음으로 안테나 스위치 제어 회로(208)에 의해 제어되는 안테나 
스위치(206)로  연결된다.   안테나  스위치  제어는  콘넥터(210)에  의해  통신  장치로  결합된  보조 장치
(accessory)에 의해 RF 신호가 수신되고 전송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차량내에서 핸드-프리 동작을 가
능하게 하는 핸드-프리 보조 장치는 본 발명에 따라 콘넥터로 연결될 수 있다.

수신된 RF 신호는 다음으로 라인(212)에 의해 다수의 수신기의 경로로 제공된다.  즉, 개별 경로는 통신 
장치에 유효한 대역의 수에 의존하여 각각의 대역에 대해 제공될 것이다.  특히, 라인(212)은 RF 신호를 
제1  필터(216)로  제공하는  전송  라인(214)로  연결된다.   예를  들면,  필터(216)는  전치선택 필터
(preselect filter)로서 사용되는 3극 밴드패스 세라믹 필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라믹 필터는 
GSM 수신 대역에서 935 내지 960MHz에서 RF 신호를 통과하도록 동조될 수 있다.  필터 신호는 다음으로 
전치증폭기(218)로 전송된다.  양호하게는, 전치증폭기(218)는 전치증폭기를 인에이블링 또는 디스에이블
링하는 인에이블 라인(220)를 포함한다.  양호하게는, 인에이블 라인은 트랜지스터를 제어하여 송신기 에
너지 및 다른 의사 주파수로부터 혼합기를 격리시킨다.  전치증폭기(218)의 출력은 제1 입력(224)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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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필터(222)로 연결되고 제2 입력(226)에서의 LO 주입 주파수는 전송 라인(230)을 경유하여 전압 제어 
발진기(228)로 연결된다.  제1 경로에서, 예를 들면, 조합된 세라믹 모노블럭(monoblock) 필터는 GSM 대
역내의 935-965MHz 및 LO 삽입 720-745MHz를 수신할 수 있다.  필터(222)의 공통 출력 포트(232)는 전송 
라인(236)을 경유하여 혼합기(234)에 연결된다.

라인(212)은 또한 제2 필터(242)에 연결된 전송 라인(240)을 경유하여 제2 RF 경로로 연결된다.  제2 필
터는 예를 들면 전치선택 필터로서 사용되는 3극 밴드패스 세라믹 필터가 될 수 있다.  필터(242)의 출력
은 제2 전치증폭기(244)로 연결된다.  양호하게는, 전치 증폭기(244)는 또한 인에이블 라인(246)을 가져
서 전송기 에너지 및 다른 의사 주파수로부터 혼합기를 격리시킨다.  전치증폭기(244)의 출력은 제3 입력
(248)에서 제2 조합 필터(246)으로 연결된다.  조합된 필터(246)은 또한 전송 라인(252)를 경유하여 제4 
입력(250)에서 LO 주파수를 수신하도록 연결된다.  결합된 출력(254)은 또한 전송 라인(256)을 경유하여 
혼합기(234)에 연결된다.  도 3에서 상술하는 것처럼, 혼합기(234)는 출력(258)에서 중간 주파수(IF)를 
생성시킨다.  양호하게는 215MHz인 IF 신호는 SAW 밴드패스 필터와 같은 필터(260)에 제공된다.

도 3에 있어서, 회로도는 도 2의 혼합기(234)를 도시한다.  혼합기는 DCS 1800MHz 및 GSM 900MHz 모두에
서 동작하도록 적응된 전화기와 같은 2중 대역 무선 전화기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다.  혼합기 입력 회로
는 전체 대역에서 50Ω로 정합시키고 출력을 215MHz IF 신호로 필터링한다.  유사하게, 혼합기 출력 회로
는 회로를 215MHz 필터로 정합시키고 광 대역 스트립(strip) 라인 LC 트랩 회로를 최적의 혼합기 성능을 
위해 입력 RF 신호(각각의 대역에 대한)를 필터하도록 설계된다.  특히, 조합 필터의 출력 신호는 혼합기
(234)의 인덕터(inductor:  302)로 연결된다.  인덕터는 커패시터(304)로 연결되어 접지되고, 베이스(31
0)에서 트랜지스터(308)에 연결된다.  인덕터(302) 및 커패시터(304)와 커패시터(306) 및 인덕터(312)는 
혼합기의 입력단에서 RF 정합을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즉, 900MHz 및 1800MHz와 같은 수신 대역 각각에 
대해 50Ω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값이 선택된다.  다른 값들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채택될 수 있지만, 
인덕터(302)는  양호하게는 거의 3.3나노핸리(nH)이며,  커패시터(304)는  거의 .5피코패럿(pF), 커패시터
(306)은 거의 2pF이고, 인덕터(312)는 거의 5.6nH이다.

트랜지스터(308)의  콜렉터(314)는  커패시터(320)을  통해  접지에 연결된 전송 라인(318)으로  연결된다.   
콜렉터는 또한 인덕터(324)와 접지 및 필터(260)로 연결되는 커패시터(322)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인
덕터(326)는 콜렉터(314)와 인덕터(312)에 연결된 저항(332) 사이에 연결된다.  커패시터(322) 및 인덕터
(326)는 IF 필터(260)로 임피던스를 정합하도록 선택된다.  스트립 라인(318)과 커패시터(320)의 값은 최
적의 혼합기 성능을 위해 RF 입력 신호를 필터하기 위해 LC 트랩 회로를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특히, RF 
신호들이 필터(260)로 통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출력단에서 저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값이 선택되며, 필
터(260)로 클린(clean)한 IF 신호를 제공한다.  900MHz 및 1800MHz RF 신호를 수신하는 이중-대역 무선 
전화기에 있어서, 스트립 라인(318)은 양호하게는 약 20mils의 폭을 가지며 약 350mils의 길이를 가지며, 
약  3nH의  인덕턴스를  제공한다.   커패시터(320)는  양호하게는  4.7pF  커패시터이며,  인덕터(326)는  약 
27nH이다.

마지막으로, 혼합기는 필터(260)로 IF 정합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인덕터(326) 및 커패시터(322)는 양
호하게는 혼합기의 IF 주파수에 낮은 임피던스를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215MHz 주파수에 대해서, 커패시
터(322)는 약 33pF이며, 인덕터(326)는 약 27nH이다.  유사하게, IF  트랩은 중간 주파수가 트랜지스터
(308)로 궤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공된다.  특히, 인덕터(312)와 접지 사이에 연결된 커패시터(334)는 
IF 신호에 대한 트랩을 제공한다.  215MHz의 IF 주파수에 대해, 인덕터(312)는 약 5.6nH이며 커패시터
(334)는 약 68pF이다.

    발명의 효과

3-대역 무선 전화기에 있어서, 추가 RF 경로가 제3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도록 제공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통신 장치는 PCS 1900 신호를 수신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특히, 도 4에서, 라인(212)
는 필터(416)로 연결되는 전송 선(451 및 414)를 통해 제3 RF 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필터
(416)는 전치선택 필터로서 사용되는 3극 밴드패스 세라믹 필터가 될 수 있다.  세라믹 필터는 PCS 1900 
수신 대역에서의 1930-1990 MHz에서 RF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동조될 수 있다.  필터링된 신호는 다음으로 
전치증폭기(418)로 전송된다.  양호하게는, 전치 증폭기(418)은 전치 증폭기를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
시키기 위한 인에이블 라인(420)을 포함한다.  양호하게는, 인에이블 라인은 트랜지스터를 제어하여 전송
기 에너지 및 다른 의사 주파수로부터 혼합기를 격리시킨다.  전치증폭기(418)의 출력은 제5 입력(424)에
서 조합 필터(422)에 연결되고 제6 입력(426)에서의 LO 삽입 주파수는 전송 라인(430 및 452)를 경유하여 
전압 제어 발진기(228)로 연결된다.  필터(422)의 조합 출력(432)은 전송 라인(436 및 453)을 경유하여 
혼합기(234)로 연결된다.  3단 형태가 본 발명에서 도시되지만, 추가 단이 억세스되는 네트워크의 수에 
의존하여 필요한 만큼 채택될 수 있다.

도 5에서, 회로도는 도 4의 혼합기(234)를 도시한다.  혼합기는 3-대역 무선 전화기의 GSM 900MHz, DCS 
1800MHz 및 PCS 18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다.  혼합기 입력은 모든 3개 주파수 대역에
서 50Ω에 정합하고, 출력을 215MHz IF 신호로 필터링하도록 설계된다.  유사하게, 혼합기 출력 회로는 
회로가 광 대역 스트립 라인 LC 트랩 회로내의 215MHz 필터와 정합시켜서 초적의 혼합기 선응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3 대역에 대한)입력 RF 신호를 필터하도록 설계된다.  도 4 및 5의 나머지 부분들은 도 2 및 
3과 동일하며, 그들 부분의 기능을 여기서는 반복되지 않는다.

본 발명이 상술한 설명 및 도면에서 설명되고 도시되었지만, 이러한 설명은 단지 예로써 주어지며 수개의 
변환 및 개조가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의 기술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가능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예를 들면, 특정 수신 대역을 갖는 특정 무선 전화기 시스템이 설명된다.  그러나, EGSM과 같은 다
른 시스템은 본 발명에 의해 가능하다.  본 발명이 휴대용 셀룰러 무선 전화기에서 특별히 응용되지만, 
본 발명은 페이저, 전자 올가나이저(organizer), 또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임의의 휴대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아래의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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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RF 대역에서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RF 대역에서 상기 통
신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회로(129); 상기 복수의 대역 중 제1 RF 대역에서 상기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도록 상기 안테나 회로에 연결된 제1 경로(216); 상기 제1 대역에서 상기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도
록 상기 제1 경로에 연결된 제1 입력 및 고정된 발진기 주파수를 수신하기 위한 제2 입력을 가지며, 제1 
출력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제1 출력을 갖는 제1 필터(222); 상기 복수의 RF 대역 중 제2 RF 대역에서 상
기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도록 상기 안테나 회로에 연결된 제2 경로(242); 상기 제2 RF 대역에서 상기 통
신 신호들을 수신하도록 상기 제2 경로에 연결된 제3 입력 및 상기 고정된 발진기 주파수를 수신하기 위
한 제4 입력을 가지며 제2 출력을 발생하는 제2 필터(246); 및 상기 제1 출력 신호 및 상기 제2 출력 신
호를 결합하도록 상기 제1 필터 및 상기 제2 필터에 연결된 혼합기(23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상기 통신 신호들이 상기 제1 RF 대역내에 있는 경우 상기 통신 신호들
을 통과시키는 제1 필터(21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상기 통신 신호들이 상기 제1 RF 대역내에 있는 경우 상기 제1 경로를 
인에이블링하기 위한 제1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도록 연결된 제1 증폭기(218)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경로는 상기 통신 신호들이 상기 제2 RF 대역내에 있는 경우 상기 통신 신호들
을 통과시키는 제2 필터(24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상기 통신 신호들이 상기 제2 RF 대역내에 있는 경우 상기 제2 경로를 
인에이블링하기 위한 제2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도록 연결된 제2 증폭기(24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경로는 상기 통신 신호들이 상기 제3 RF 대역내에 있는 경우 상기 통신 신호들
을 통과시키는 제3 필터(416)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경로는 상기 통신 신호들이 상기 제3 RF 대역내에 있는 경우 상기 제3 경로를 
인에이블링하기 위한 제3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도록 연결된 제3 증폭기(418)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8 

복수의 RF 대역에서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RF 대역에서 상기 통
신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회로(129); 상기 안테나 회로에 연결되고 상기 복수의 대역 중 제1 RF 
대역에서 상기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제1 증폭기를 포함하는 제1 경로(216)로서, 상기 통신 신호
들이 상기 제1 RF 대역내에 있는 경우 상기 제1 증폭기가 상기 제1 경로를 인에이블링하기 위한 제1 인에
이블 신호를 수신하도록 연결되는 제1 경로(216); 상기 제1 RF 대역에서 상기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도록 
상기 제1 경로에 연결된 제1 입력 및 고정된 발진기 주파수를 수신하기 위한 제2 입력을 가지며, 제1 출
력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제1 출력을 갖는 제1 필터(222); 상기 안테나 회로에 연결되고 상기 복수의 RF 
대역 중 제2 RF 대역에서 상기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제2 증폭기를 포함하는 상기 안테나 회로에 
연결되는 제2 경로(242)로서, 상기 통신 신호들이 상기 제2 RF 대역내에 있는 경우 상기 제2 증폭기가 상
기 제2 경로를 인에이블링하기 위한 제2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도록 연결되는 제2 경로(242); 상기 제2 
RF 대역에서 상기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도록 상기 제2 경로에 연결된 제3 입력 및 상기 고정된 발진기 주
파수를 수신하기 위한 제4 입력을 가지며, 제2 출력을 발생하는 제2 필터(246); 및 상기 제1 출력 신호 
및 상기 제2 출력 신호를 결합하도록 상기 제1 필터 및 상기 제2 필터에 연결된 혼합기(23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9 

복수의 대역으로부터 통신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1 대역내의 상기 통신 신호들을 제1 
필터의 제1 입력으로 연결하는 단계; 고정된 발진기 주파수를 상기 제1 필터의 제2 입력으로 연결하는 단
계; 상기 제1 필터의 제1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제2 대역내의 상기 통신 신호들을 제2 필터의 제1 입력
으로 연결하는 단계; 상기 고정된 발진기 주파수를 상기 제2 필터의 제2 입력으로 연결하는 단계; 상기 
제2 필터의 제2 출력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출력 및 상기 제2 출력을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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