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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신기는 무선 주파수(RF)의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고, 그 RF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도메인으로 변환된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수신기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전에 주파수 변환 단계(들)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수신기는 상이

한 주파수 대역들의 무선 주파수(RF)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들)를 포함할 수 있다. 아날로그 RF

신호는 단일 아날로그 디지털(A/D) 변환기에 제공되고, A/D 변환기는 상이한 주파수 대역들의 아날로그 RF 신호를 나이

키스트 대역폭내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RF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 A/D 변환기의 샘플링 레이트를 적절히 선택함으로

써, A/D 변환기는 나이키스트 대역폭의 중첩되지 않는 부분내에 아날로그 신호의 상이한 주파수 대역의 복제 대역을 생성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신기의 일반적인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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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디지털 도메인에서의 제 1 나이키스트 존으로 폴드백되는 상이한 나이키스트 존내의 아날로그 신호의 복제 및 A/D

입력 주파수들의 상이한 주파수 대역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다중 대역 수신기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일반적인 블록도,

도 4는 도 3의 다중 대역 수신기에 대한 제 1 나이키스트 존의 디지털 도메인 주파수들의 주파수 대역의 복제 대역 및 A/D

입력 주파수에서의 주파수 대역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61.44MHz의 샘플링 레이트를 사용하는 A/D 변환기에 대한 나이키스트 존 주파수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RF의 주파수 대역의 복제 대역과 함께 나이키스트 존 채널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수신기 12a 내지 12n : 안테나

14 : 채널 브랜치 분배기 16a 내지 16x : 채널 브랜치

18 : 필터 구성 20a 내지 20x : 필터

22 : 결합 구성 24 :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26 :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회로 28a 내지 28x : 주파수 대역

30a 내지 30x : 나이키스트 존 채널 60a 내지 60j : 나이키스트 존

5, 12, 17 및 61 : 나이키스트 존

80, 82, 84 및 86 : 나이키스트 존 채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무선 주파수(RF)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의 수신기 아키텍처(architecture)에 관한 것이다.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은 셀(cell)로 알려진 접속된 서비스 도메인들로 분할되어 연결되는데, 여기서 무선 유닛은

무선 링크를 통해 셀에 서비스를 행하는 기지국(BS)과 통신한다. 기지국은 예를 들어 이동 스위칭 센터(MSC)를 통해 지상

네트워크에 결합되며, 이동 스위칭 센터(MSC)는 서비스 영역 도처에 산재한 다수의 기지국에 연결된다. 무선 통신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는 흔히 RF 통신 채널의 무선 송신 및 수신을 위해 사용되는 2개 이상의 불연속 또는 분리된(non-

contiguous or segregated)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는다. 예를 들어, 미합중국에서는 셀룰러 통신을 위한 "A" 대역 제공자

에 대한 기지국이 A(825 - 835 MHz), A'(845 - 846.5MHz) 및 A''(824 - 825MHz) 대역내의 주파수 채널을 수신하고,

무선 유닛이 A(870 - 880 MHz), A'(890 - 891.5MHz) 및 A''(869 - 870MHz) 대역내의 주파수 채널을 수신한다. "B" 대

역 제공자에 대한 기지국은 B(835 - 845 MHz) 및 B'(846.5 - 849MHz) 주파수 대역내의 주파수 채널을 수신하고, 무선

유닛은 B(880 - 890 MHz) 및 B'(891.5 - 894MHz) 주파수 대역내의 주파수 채널을 수신한다. 또한, 개인용 통신 시스템

(PCS) 제공자에 대한 기지국은 무선 유닛으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PCS 대역(1850MHz - 1910MHz)상의 주파수 채널을

수신할 수 있고, 무선 유닛은 하나 이상의 PCS 대역(1930MHz - 1990MHz)상의 주파수 채널을 수신한다.

시스템의 하드웨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불연속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고 프로세싱하기

위한 공통의 수신기(common receiver)를 사용하고 싶어한다. 전형적인 수신기 아키텍처에 있어서,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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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다운 변환 단계(down-conversion stage)는, 변조된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 대역이 대응하는 IF 주파수 스펙트럼으

로 변환되고 별개의 아날로그 디지털(A/D) 변환기에 의해 감소된 샘플링 레이트(sampling rate)로 샘플링될 수 있도록,

전형적으로 중간 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 : IF)에서의 각 주파수 대역의 배치를 다운 변환하고 조절하는데 사용된

다. 단일 A/D 변환기를 사용하여 불연속 대역내의 변조된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단일 A/D 변환기는 양쪽

주파수 대역을 포괄(encompass)하도록 충분히 높은 레이트로 샘플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그 이

유는 A/D 변환기가 주파수 대역 사이의 갭(gap)내의 원하지 않는 주파수 샘플링에 있어서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불연속 주파수 대역 사이의 주파수 갭을 줄이기 위해,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다운 변환 단계를 사용하여 IF에서

의 각 주파수 대역의 배치를 다운 변환하고 조절함으로써, 좁은 나이키스트 대역폭에 적합하도록 그 대역들을 보다 근접시

킨다. A/D 변환기 대역폭의 효율적인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두 주파수 대역을 다운 변환하여 단일 주파수 대

역의 복제(replica) 대역이 주파수 대역 사이의 주파수 갭에 배치되게 하는 것이다.

IF 스펙트럼이 A/D변환기에 의해 합성 신호 대역폭의 2배 이상의 샘플링 레이트, 즉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로 지칭될

수 있는 레이트로 샘플링될 때, A/D 입력 신호 대역폭은 샘플링 주파수의 1/2의 배수로 그 자신을 주기적으로 회전시키거

나 혹은 폴드된다(rotates or folds). 그런 식으로, 신호 대역폭과 그 신호 대역폭의 미러(mirror) 이미지는 주기적으로 A/

D 변환기의 샘플링 레이트에 대응하는 주파수 간격으로 반복된다. 신호 대역폭의 각각의 복제 대역은 나이키스트 존

(Nyquist zone)으로 지칭될 수 있고, IF 신호 대역폭은 대략 0Hz와 샘플링 주파수의 1/2 사이의 제 1 나이키스트 존으로

폴드백(folds back)된다. 나이키스트 존의 대역폭은 나이키스트 대역폭에 대응한다.

디지털 도메인에서의 스펙트럼 밀도의 주기성은 샘플링된 파형의 기본 특성인데, 시간 샘플링(time-sampled)된 파형의

푸리에 변환을 판정함으로써 예측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D 변환기는 변조된 아날로그 IF 신호의 디지털 표현을 얻기

위해 합성(composite) 주파수 대역의 적어도 2배의 대역폭(즉,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으로 샘플링한다. 따라서, A/D

변환기에 대한 샘플링 레이트는 나이키스트 대역폭이 원하는 IF 주파수 대역을 포괄하도록 선택된다. 샘플링 레이트가 높

아질수록 나이키스트 대역폭은 넓어진다. 파형이 자신의 신호 대역폭의 2배(나이키스트 대역폭) 미만의 레이트로 샘플링

된다면, 인접한 주기 스펙트럼 사이에 원하지 않는 중첩, 즉 앨리어싱(aliasing)으로 잘 알려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샘플링 레이트 및 IF 주파수는 A/D 변환기의 샘플링 레이트를 줄이면서, 나이키스트 대역폭이 변환될 주파수 대역을

포괄하여, 저 비용으로 낮은 샘플링 레이트의 A/D 변환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선택된다. 따라서, 주파수 대

역 사이의 틈 또는 주파수 갭이 넓어질수록, 현재의 수신기 아키텍처에서는 단일 A/D 변환기를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이거

나 효율적이지 않게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주파수 대역이 충분히 떨어져 있거나 혹은 그러길 바란다면, 각각의 분리된 주파수 대역마다 별도의 안테나가 사용된다.

상이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 전용의 안테나가 있는 다수의 안테나 아키텍처에 있어서, 혼합기(mixer)와 국부 오실레이터

(Local Oscillator : LO)를 포함하는 주파수 변환 단계는 무선 주파수(RF) 아날로그 신호를 중간 주파수(IF)로 다운 변환하

기 위해 별도의 브랜치를 사용하고, 전형적으로 각각의 안테나 경로마다 A/D 변환기를 사용한다. 전술한 수신기 아키텍처

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도메인으로 변환할 때 A/D 변환기가 제공하는 포텐설(potential) 대역폭과 가요성을 활용하지

못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무선 주파수(RF)의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RF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도메인으로

변환된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수신기에서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전에 주파수 변환 단계(들)이 필요없게 된다. 예를 들

어, 수신기는 상이한 주파수 대역의 무선 주파수(RF) 아날로그 신호들을 수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

다. 이 아날로그 RF 신호는 단일 아날로그 디지털(A/D) 변환기에 제공되며, A/D 변환기는 상이한 주파수 대역의 아날로그

RF 신호들을 나이키스트 대역폭내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RF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A/D 변환기의 샘플링 레이트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A/D 변환기는 나이키스트 대역폭의 중첩되지 않는 부분내에 아날로그 신호의 상이한 주파수 대역

에 대한 복제 대역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과 이점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아날로그 디지털(A/D) 변환기를 사용하여, RF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수신기 시스템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다음에서 설명하겠다. RF 아날로그 신호는 A/D 변환기에 대한 샘플링 레이트를 사용하여 디지털적으로 변환되

며, A/D 변환기는 나이키스트 대역폭내의 RF의 신호 대역폭의 복제를 생성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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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아키텍처에서는 RF 아날로그 신호를 다운 변환하기 위한 혼합기(들)와 국부 오실레이터(들)를 포함하는 주파수 변

환 단계(들)가 필요치 않게 된다. 또한, 단일 A/D 변환기를 사용함으로써, 수신기는, 임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이한 주파

수 대역(들)내의 아날로그 신호를 시간 및/또는 위상 코히어런트(coherent) 샘플링한다.

도 1을 참조하면, 수신기(10)는 RF 통신 채널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는 N개의 안테나(12a 내지 12n)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N>=1이다. 안테나(12a)는 다중 주파수 대역 안테나일 수 있다. N-플렉서 필터(N-plexer filter) 또는 결합기 어레

이(combiner array) 같은 채널 브랜치 분배기(14)는 수신된 RF 아날로그 신호 혹은 그의 일부를 결합 및/또는 분리하여

이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를 원하는 방식으로 X개의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x)에 제공하는데, 여기서 X>=1이며 N과 동

일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상이한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x)는 대응하는 RF 주파수 대역

에 대한 아날로그 신호를 운반할 수 있으며,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x)는 서로 다르거나, 연속적인 주파수 대역의 RF 아

날로그 신호의 복제 신호를 갖는 다수의 채널 브랜치 및/또는 상이한 안테나(들) 또는 안테나 세트에 의해 수신된 RF 아날

로그 신호를 운반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필터 구성(18)은 적어도 하나의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x)상에 적어도 2개

의 상이한 RF 주파수 대역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필터 구성(18)은, 각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x)상에, 각각의 채널 브랜

치(16a 내지 16x)상의 주파수 대역은 통과시키되 다른 주파수는 감쇄시키는 필터(20a 내지 20x)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실시예에서 채널 브랜치 분배기(14)는 단순히 안테나(들)(12a 내지 12n)로부터 필터 구성(18)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고, 필터 구성(18)은 각각의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x)마다 필터(20a 내지 20x)를 포함할 수 있다.

결합 구성(22)은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x)상의 RF 아날로그 신호를 원하는 방식으로 결합한다. 결과하는 합성 아날로그

신호는 상이한 주파수 대역들의 아날로그 신호로써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24)에 제공되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24)

는 RF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화된 신호를 디지털 프로세싱 회로(26)에 제공한다. 이와 달리, 본 실시예에

서 수신기(10)가 단일 브랜치(16)를 가지면, 결합 구성(22)은 안테나(12)로부터, 필요할 경우 필터(20)를 통해 A/D 변환기

(24)로 단순히 연결된다.

A/D 변환기(24)에 대한 샘플링 레이트의 선택은,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x)상의 RF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 대역이 아

날로그 디지털(A/D) 변환기(24)에 의해 제공된 나이키스트 대역폭을 반영하는 제 1 나이키스트 존의 중첩되지 않는 부분

으로 폴드백되도록 실행된다. 예를 들어, 정보 신호가 캐리어 신호상으로 변조되는 변조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나이키스

트 샘플링 레이트는, 정보 신호가 변조되는 캐리어 주파수에 관계없이 정보 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의 적어도 2배인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음성, 데이터, 영상, 텍스트 및/또는 다른 정보일 수 있는 정보는 신호 대역폭내에서 전달된다. 정

보 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은 신호 대역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신호 대역폭이 정보 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의 적어도 2배로 샘플링되기 때문에, 정보 신호가 디지털 도메인에서 재생될 수 있는 것이다.

주파수 스펙트럼이 합성 신호 대역폭의 적어도 2배의 샘플링 레이트 즉,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로 지칭될 수 있는 레이

트로 A/D 변환기(24)에 의해 샘플링될 때, 신호 대역폭은 0Hz와 샘플링 레이트의 1/2 사이의 디지털 도메인내의 제 1 나

이키스트 존으로, 샘플링 주파수의 1/2의 주파수 배수 또는 주파수 간격으로, 그 자신을 주기적으로 회전시키거나 혹은 폴

드된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신호 대역폭과 신호 대역폭의 복제 이미지는 A/D 변환기의 샘플링 레이트에 대응하는 주파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예를 들어, 홀수(odd-numbered) 나이키스트 존에서의 신호 대역폭은 제 1 나이키스트

존으로 되돌아가는 홀수 나이키스트 존의 동일한 상대 위치에서 나타날 것이며, 짝수 나이키스트 존에서는 복제 이미지로

서 나타난다. 또한, 짝수 나이키스트 존에서의 신호 대역폭은, 제 1 나이키스트 존으로 되돌아가는 홀수 나이키스트 존에

서는 복제 이미지로서 나타나고, 짝수 나이키스트 존에서는 동일한 상대 위치에 나타난다. 따라서, 신호 대역폭(들)의 복제

대역폭은 샘플링 레이트의 1/2의 간격으로 반복된다. A/D 변환기에 대한 샘플링 레이트는,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화된

후, 원하는 복제 주파수 대역이 제 1 나이키스트 존의 중첩되지 않는 부분 또는 채널을 점유하도록 선택된다. 디지털 변환

은 제 1 나이키스트 존의 대역폭내에서 샘플링 레이트의 1/2 이하의 레이트로 생성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존한다. 샘

플링 레이트가 증가하면, 제 1 나이키스트 존 또는 나이키스트 대역폭은 더 넓어진다.

본 실시예에서, 디지털 신호 값의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 FFT)은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를 나타내는

샘플링 레이트의 1/2("제 1 나이키스트 존")이내의 주파수 대역("나이키스트 존 채널")의 신호를 제공한다. 파형이 자신의

신호 대역폭의 2배(나이키스트 대역폭) 미만의 레이트로 샘플링되면, 인접한 주기 스펙트럼들 사이에 원하지 않는 중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앨리어싱으로 잘 알려진 현상이다. 따라서, 샘플링 레이트는 앨리어싱으로 인한 정보의 손실을 피

하게 선택된다.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이한 RF 대역들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도메인으로 변환하는데 있어서, A/D 변

환기(24)는 합성 아날로그 신호를 나이키스트 존 채널(30a 내지 30x) 또는 제 1 나이키스트 존내의 대역으로 프로세싱한

다. 디지털 도메인의 나이키스트 존 채널(30a 내지 30x)은 RF 아날로그 신호의 상이한 주파수 대역(28a 내지 28x)에 대응

한다.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회로(26)는 제 1 나이키스트 존의 나이키스트 존 채널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검색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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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상이한 채널들이, 예를 들어 디지털 필터, 디지털 결합기, 디지털 검출기, 디지털 복조기, 데이터 레이트를 디지

털적으로 다운 변환(추림(decimation)으로 지칭됨)하도록 산술 제어기 오실레이터(Numerical Controller Oscillator :

NCO)를 갖는 디지털 다운 변환기(Digital Down Converter : DDC) 및/또는 다른 디지털 프로세싱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디지털화한 후에 결국 제 1 나이키스트 존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DDC는 추가의 신호 프로세싱을 위해 각

각의 주파수에 동조될 수 있다. 따라서, 수신기(10)는 상이한 RF 주파수 대역들로부터의 RF 아날로그 신호를 프로세싱하

기 위해 단일 A/D 변환기에서 이용가능한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신기(10)에서는 임의의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x)상에서의 혼합기/LO의

조합이 필요 없게 된다. 혼합기/LO 조합이 없는 수신기(10)는 많은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주파수 변환 단계에서 고정된

국부 오실레이터(LO)가 없다면, DC 파워 소모가 감소되고, 안테나 외부로의 LO의 재방사가 제거되어 여분의 전단 필터링

(extra front-end filtering)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IF에서의 필터 필요성이 제거되며 또한 어떠한 이미지 대역 필터도

필요 없게 된다. 혼합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의사 혼합기 산물(spurious mixer products) 및 혼합기가 생성한 상호 변조

왜곡이 제거되어 의사 면제 동적 범위(spurious free dynamic range)를 개선시킨다. 또한, 혼합기로 인한 손실이 제거되

어 필요로 하는 채널 이득을 줄이고 잡음지수와 이득 선형성을 개선시킨다. 또한, 단일 A/D 변환기를 사용함으로써, 수신

기는 상이한 주파수 대역(들)의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시간 및/또는 위상 코히어런트 샘플링을 제공한다. 상이한 애플리케

이션 또는 신호 프로세싱 방법은 그러한 개선된 시간 및/또는 위상 코히어런트 측정에 의해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라, 그리고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신기의 가요성으로 인해, 수신기는 A/D 변환기(24)의 포텐셜 대역폭을

사용하도록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도 3은 셀룰러 및 개인용 통신 시스템(PCS)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 신호를 수신

하는데 사용되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다중 대역 수신기(50)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미합중국에서는 "A" 대역 셀룰러 서

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지국이 A(825 - 835 MHz), A'(845 - 846.5MHz) 및 A''(824 - 825MHz) 대역내의 주파수 채널을

수신한다. "B" 대역 셀룰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지국은 B(835 - 845MHz) 및 B'(846.5 - 849MHz) 주파수 대역을 사

용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 1 안테나(12a)는 전체 셀룰러 기지국 수신 대역(824 - 849MHz)내의 변조된 아날로그 신

호를 수신하고, 제 2 안테나(12b)는 전체 PCS 기지국 수신 대역(1850 - 1910MHz)의 변조된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안테나(12a)로부터의 RF 아날로그 신호는 제 1 채널 브랜치(16a)에 제공되고, 안테나(12b)로부터의

RF 아날로그 신호는 제 2 채널 브랜치(16b)에 제공된다. 제 1 채널 브랜치(16a)상의 대역통과 필터(20a)는 셀룰러 대역

(824 - 849MHz)내의 주파수를 통과시키고 모든 다른 주파수를 감쇄시킨다. 제 2 채널 브랜치(16b)상의 대역통과 필터

(20b)는 PCS 대역(1850 - 1910MHz)내의 주파수를 통과시키고 모든 다른 주파수를 감쇄시킨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저

잡음 증폭기(Low Noise Amplifier : LNA)(52a 내지 52b)는 각각의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b)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증

폭한다. 결합 구성(56)은 제 1 및 제 2 채널 브랜치(16a 내지 16b)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여, 2개의 상이한 주파수

대역의 합성 아날로그 신호를 A/D 변환기(24)에 제공한다. 결합 구성(56)은 파워 결합기 또는 멀티플렉서 필터일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셀룰러(25MHz)와 PCS(60MHz) 대역이 더해진 후의 상이한 브랜치(16a 내지 16b)상의 RF 아날로그

신호의 총 대역폭은 85MHz이다. 그런 식으로, A/D 변환기(24)에 대한 샘플링 레이트가 이용되어, 나이키스트 대역폭이

충분히 RF 아날로그 신호의 85MHz 대역폭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D 변환기(24)에 대한 샘플링 레이트는 상이한

주파수 대역들이 나이키스트 대역폭의 중첩되지 않는 부분내에 복제되도록 선택된다. 그런 식으로, 각각의 나이키스트 존

내의 상이한 주파수 대역들의 상대적인 배치가 샘플링 레이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어, A/D변환기(24)가

200MHz(샘플링 레이트의 1/2)의 나이키스트 존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400MHz 샘플링 레이트(초당 400 메가

(Mega) 샘플)가 사용된다. 실질적으로는, 상이한 샘플링 레이트가 선택되어, 상이한 주파수 대역 또는 브랜치의 신호 사이

에 상이한 대역폭 혹은 보호 대역(guard band)을 제공한다. A/D 변환기(24)는 셀룰러 대역(824 - 849MHz)과 PCS 대역

(1850 - 1910MHz)내의 결합 혹은 합성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A/D 변환기(24)는 셀룰러

대역내의 신호 대역폭에 대응하는 24 - 49MHz의 나이키스트 존 채널내의 변환된 신호 및 PCS 대역내의 신호 대역폭에

대응하는 90 - 150MHz의 나이키스트 존 채널내의 변환된 신호를 디지털 프로세싱 회로(26)를 위해 생성한다.

도 4는 나이키스트 존(60a 내지 60j)이 나이키스트 대역폭 또는 200MHz 간격으로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반복되는

A/D 변환기(24)가 생성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셀룰러 대역은 제 5 나이키스트 존(60e)내의 RF 주파수인 824 -

849MHz의 A/D 입력 주파수에 나타난다. 셀룰러 대역의 복제 대역은 24MHz와 49MHz 사이의 나이키스트 존 채널에서

셀룰러 대역의 정보 신호의 복구를 제공하는 제 1 나이키스트 존(60a)으로 폴드백된 각각의 나이키스트 존에 나타난다.

PCS 대역은 RF 주파수인 제 10 나이키스트 존(60j)내의 1850 - 1910MHz의 A/D 입력 주파수에 나타난다. PCS 대역의

복제 대역은 1850 - 1910MHz A/D 입력 주파수의 미러 이미지에 대응하는 90MHz와 150MHz 사이의 나이키스트 존 채

널에서 PCS 대역의 정보 신호의 복구를 제공하는 제 1 나이키스트 존(60a)으로 폴드백된 각각의 나이키스트 존에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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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변환기(24)에 대한 샘플링 레이트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신기는, 큰 주파수 차이로 분리된

상이한 주파수 대역내의 RF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도록 A/D 변환기(24)가 제공한 포텐셜 나이키스트 대역폭의 이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술한 예에서는, 400MHz의 샘플링 레이트를 사용하는 단일 A/D 변환기로 전체 셀룰러 및 PCS 대역

을 수신하고 디지털적으로 변환하였다. RF 주파수의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는데 있어서, A/D 변환기는 디지털 신호 프

로세싱에 이용할 수 있는 제 1 나이키스트 존내의 RF 주파수 대역의 복제 대역 또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

어서, 상이한 샘플링 레이트는, 예를 들어 상이한 주파수 대역의 신호 사이의 여분의 대역폭 또는 보호 대역을 제공하기 위

해 나이키스트 대역폭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는 30.72MHz 폭인 나이키스트 존을 제공하는 61.44MHz의 샘플링 레이트를 사용하는 A/D 변환기에 대한

나이키스트 존 주파수도이다. 나이키스트 존은, 각각의 나이키스트 존내의 15MHz 대역폭이 대역내(in-band)로써 도시되

어 있다. 도 6은 30.72MHz 폭인 제 1 나이키스트 존을 도시하는데, 높은 나이키스트 존에서의 상이한 주파수 대역 신호의

복제 신호가 제 1 나이키스트 존의 중첩되지 않는 부분 또는 채널에 도시되어 있다. 제 1 나이키스트 존 채널(80)은

400kHz 대역폭을 갖는 361MHz에서의 나이키스트 존(12)으로부터 폴드백(fold back)된 진폭 변조(AM) 아날로그 신호의

복제 대역과 함께 대략 7.5MHz에 도시된다. 제 2 나이키스트 존 채널(82)은 2MHz 대역폭을 갖는 1853MHz에서의 나이

키스트 존(61)으로부터 폴드백된 CDMA 신호의 복제 대역과 함께 대략 10MHz에 도시되어 있다. 제 3 나이키스트 존 채

널(84)은 141.7MHz에서의 나이키스트 존(5)으로부터 폴드백된 지속파(CW) 단일 음조 신호(continuous wave single

tone signal)의 복제 대역과 함께 대략 18.75MHz에 도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 4 나이키스트 존 채널(86)은 4MHz 대

역폭을 갖는 513.5MHz에서의 나이키스트 존(17)으로부터 폴드백된 주파수 변조(FM) 신호의 복제 대역과 함께, 대략

22MHz에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신기는, RF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변환 없이 단일 A/D 변환기

에서 상이하거나 또는 동일한 액세스 기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어떠한 다수의 액세스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및/또

는 상이한 변조 방법을 사용하며, 및/또는 상이한 및/또는 연속한 주파수 대역 혹은 기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으로부터의 아

날로그 신호를 수신하고 디지털적으로 변환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신호는 광대역 및/또는 협대역의 특성을 가진다.

전술한 실시예에 추가하여, 부품을 생략 및/또는 부가하고, 및/또는 전술한 수신기 아키텍처의 변형 또는 일부를 사용함으

로써,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신기 아키텍처의 다른 구성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 3을 참조하면, AM 방송 무선 주파수

대역(550 - 1600kHz)은 안테나에 의해 수신되고 결합 혹은 합성 아날로그 신호에 부가될 수 있으며, A/D 변환기(24)는

AM 무선 주파수 대역내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할 것이다. AM 무선 주파수 대역은 제 1 나이키스트 존의 kHz 범위

에 위치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신기는 셀룰러 또는 PCS 시스템, AM 혹은 FM 방송국 및/또는

GPS 위성에 대한 기지국과 같은 상이한 소스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것이다. 당업자라면, 수신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다양

한 부품과 그들 각각의 동작 파라미터 및 특성이 적합한 동작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수신기 시스템의 실시예는 북아메리카 TDMA 시스템,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GSM), CDMA 시스템,

FDMA 시스템, 광역 위치측정 시스템(GPS), FM 무선 및/또는 AM 무선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신기의 실시예가 기지국 수신 주파수와 연관된 주파수 대역(들)으로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신기 아키텍처는 이동 장치 수신 대역인 기지국 전송 대역 같은 다른 주파수 대역(들)으로부터 정보를 수신

하는 이동 장치 같은 무선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수신기 시스템이 구별되는 부품의 특정 구성을 사용하여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라면, 본 개시의 이점과 함께, 본 수신

기 시스템과 그 일부가 특정한 집적 회로, 소프트웨어 구동 프로세싱 회로, 펌웨어,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장치, 하드웨어

또는 이산 요소의 다른 구성의 애플리케이션에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는 특정 회로로 도시

되었지만, 측정 무선 아키텍처는 도시된 회로와 비교할 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이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상술한

것은, 본 발명의 원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예시한 것 뿐이다.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또한 본 명

세서에 개시된 예시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엄격히 따르지 않더라도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구성 및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을 알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RF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에 앞서 주파수 변환 단계가 필

요 없으며 A/D 변환기가 제공하는 포텐셜 대역폭과 융통성을 이용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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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신호를 프로세싱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채널 브렌치(branches)상에 상이한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 RF) 대역의 아날로그 신호를, RF로의 주파수

변환 또는 다운 변환없이,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브렌치상의 상기 상이한 RF 주파수 대역의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조합하는 단계와,

상기 상이한 RF 주파수 대역의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로 디지털 변환하여 상이한 주파수 대역의 디

지털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샘플링 레이트는, 상기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변환됨에 따라 상기 아날로그 신호의 상기 상이한 주파수 대역이 나

이키스트 존의 실질적으로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폴드백(fold back)되도록 선택되는,

수신 신호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적어도 2개의 안테나상에서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수신 신호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는,

제 1 안테나를 사용하여 제 1 주파수 대역의 아날로그 신호를 제 1 채널 브랜치상에 제공하는 단계와,

제 2 안테나를 사용하여 제 2 주파수 대역의 아날로그 신호를 제 2 채널 브랜치상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수신 신

호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채널 브랜치에 대응하는 주파수 대역을 갖는 아날로그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채널 브랜치상에서 상기 아날로

그 신호들을 필터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수신 신호 프로세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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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채널 브랜치에 대응하는 주파수 대역을 갖는 아날로그 신호를 각각의 채널 브랜치상에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단계를

수신 신호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8.

상이한 무선 주파수(RF) 대역내의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와,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에 접속되어, 상이한 RF 대역의 다수의 채널 브렌치상에 상기 아날

로그 신호를, RF로의 주파수 변환 또는 다운 변환없이, 제공하는 채널 브렌치 구성과,

상기 다수의 채널 브랜치에 연결되어, 상기 다수의 채널 브랜치상의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결합하는 결합 구성과,

상기 상이한 RF 대역의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고 디지털 변환하여 상이한 주파수의 디지털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

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브랜치 구성에게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2개의 안테나를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브랜치 구성은 제 1 주파수 대역의 제 1 안테나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제 1 채널 브랜치상에 제공하고 제 2

주파수 대역의 제 2 안테나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제 2 채널 브랜치상에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

신기.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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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이한 RF 주파수 대역의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변환하는 단계는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로 실행되며, 상기 조

합된 아날로그 신호의 신호 대역과 상기 신호 대역의 미러 이미지는 상기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에 대응하는 주파수 간격으

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수신 신호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한 RF 주파수 대역의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변환하는 단계는, 상기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변환될 때 상

기 상이한 RF 주파수 대역이 실질적으로 나이키스트 존의 중첩되지 않은 부분에 폴드백되도록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로 실

행되는 수신 신호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나이키스트 존의 중첩되지 않은 부분은, 디지털 도메인에서 상기 RF 아날로그 신호를 재생하기 위해 상기 디지털 변

환에 의해 제공된 나이키스트 대역폭을 나타내는 수신 신호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는 상기 조합된 아날로그 신호의 신호 대역폭의 적어도 2배이고, 그에 따라 상기 신호 대역폭

은, 약 0Hz에서 상기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 까지의 디지털 도메인의 제 1 나이키스트 존으로 상기 선택된 샘플링 주파수의

1/2의 주파수 배수로 그 자신을 회전시키는 수신 신호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는, 상기 신호 대역폭에 의해 운반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내의 정보가 디지털 도메인에서 재생되

도록, 상기 신호 대역폭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의 적어도 두배인 수신 신호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는 상기 조합된 아날로그 신호의 신호 대역폭의 적어도 두배인 수신 신호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19.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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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는, 상기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변환될 때, 상기 상이한 RF 주파수 대역이 나이키스트 존의

실질적으로 중첩되지 않은 부분으로 폴드백되도록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로 상기 상이한 주파수 대역의 상기 아날로그 신

호를 디지털 변환하는 수신기.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나이키스트 존의 중첩되지 않은 부분은 디지털 도메인에서 상기 RF 아날로그 신호를 재생하기 위해 상기 디지털 변

환에 의해 제공된 나이키스트 대역폭을 나타내는 수신기.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는 상기 조합된 아날로그 신호의 신호 대역폭의 적어도 2배이고, 그에 따라 상기 신호 대역폭

은, 약 0Hz에서 상기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 까지의 디지털 도메인의 제 1 나이키스트 존으로 상기 선택된 샘플링 주파수의

1/2의 주파수 배수로 그 자신을 회전시키는 수신기.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는, 상기 신호 대역폭에 의해 운반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내의 정보가 디지털 도메인에서 재생되

도록, 상기 신호 대역폭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의 적어도 두배인 수신기.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는 상기 조합된 아날로그 신호의 신호 대역폭의 적어도 두배인 수신기

청구항 2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는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로 상기 상이한 RF 주파수 대역의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변

환하며, 상기 조합된 아날로그 신호의 신호 대역과 상기 신호 대역의 미러 이미지는 상기 선택된 샘플링 레이트에 대응하

는 주파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수신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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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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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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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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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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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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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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