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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 합성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다중단자 합성기에 대한 개략도.

제2도는 제1도에서의 합성기 중심부에 대한 상면도.

제3a도 및 제3b도는 안테나로 다중송신된 제1도 합성기의 두 실시예를 예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입력단자                                                    103 : 지지부재

106 : 출력단자                                                    107 : 동조용단자

305, 306 : 동조용 전송선 또는 동조용 스터브        310, 312, 314 : 여파기

320, 350 : 종단소자                                            325 : 부싱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주파수(RF)신호  합성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단일  안테나에  의한 전송
을 복수의 RF신호들을 합성하기 위한 다중단자 RF 신호합성기에 관한 것이다.

무선시스템에서는,  흔히  다수의  RF신호가  단일  안테나에  의해  전송될  수  있도록  이  신호를  합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안테나가  다른  안테나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격리되는  경우에는  각  RF신호를 위
해  분리된  안테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셋  또는  그  이상의  RF신호를  어떤  장소로부터  전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되고 공간적으로 격리된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은 실용적이 못된다.

무선  송신기로  부터의  다수의  RF신호를  합성하여  이들을  통상  안테나에  결합시키기  위해서,  각 송신
기는  상호변조  및  가능한  송신기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도록  서로  격리되어야  한다.  다수의  송신기로 
부터의  RS신호들을  합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의  통상적인  합성기가  무선시스템에  이용되어 
왔다.  합성기중의  한  형태는  1981년  1월  코뮤니케이션스지에  발간된  "안테나  시스템  및  송신용 합성
기"란  명칭의 윌리엄 비.  브리슨(William  B.  Bryson)의  논문 제3부  페이지 44-46,  48-50,  79,  8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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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에  기술된  혼성기(hybrids)  및  이중송신기(duplexer)와  같은  동조가능  장치가  사용된다.  이들 동
조가능  장치는  전형적으로  공통출력을  제공하도록  합성되는  두  RS신호를  받아들인다.  둘  이상의 RS
신호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동조가능  장치들이  종속  접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조가능장치
는  정확한  수동식  동조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부가적인  RF신호손실을  입게  되고  셋  또는  그  이상의 
무선신호를 수용하도록 종속접속되는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다른  형태의  통상적인  무선신호  합성기는  전형적으로  격리기,  각  RF신호  송신기용  공동  여파기  및 
각  공동  여파기로부터의  RS신호를  상호접속하기  위한  합성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각 합성시스템내
의 합성기는 용량성 불연속 특성을 갖는 각  송신기로 끝나게 된다.  용량성 불연속 특성은 이  특성을 
상쇄시키기  위해  정확히  위치된  스터브(stub)를  이용한  임피던스  조정기에  합성기의  출력을 접속시
키므로써  어느  정도  경감될  수  있다.  이러한  임피던스  조정기에  대한  일례는  1969년  5월  the  IEEE 
Transcation  in  Vehicualr  Technology에서  발간된  Vol.  VT-18,  No.1,  PP.1-11에  기재된  K.  Uenishi, 
K.  Araki  및  H.  Ishii  씨  등의 명칭이 "Transmitter  Multiplexing  system  in  UHF  Mobil  Radio"인 논
문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임피던스  조정,  기를  사용하면  합성기에  의해  생긴  용량성  불연속 특
성을  적절히  상쇄시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임피던스  조정기가  실제적인  상호접속으로부터 물리적
으로  벗어나  출력  전송  선상에  설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한  통상적인  합성기중의  어느  것도 
RF신호  감쇄  및  용량성  불연속  특성을  최소화시키는  반면  둘  또는  그  이상의  RS신호를  합성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바로 합성 출력신호를 제공하도록 다른 기정 주파수를 가지는 셋  또는 그 
이상의 RF신호를 합성하는 개선되고 저렴한 RF신호 합성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합성될  셋  또는  그  이상의  RF신호를  상호접속하여서  용량성  불연속  특성을 
최소화시키는 개선된 RF신호 합성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개방회로  또는  단락회로  임피던스로  종단되는  동조용  전송선의  길이를 변
화시키므로써 선택된 주파수 대역으로 용이하게 동조될 개선된 RF신호합성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나머지  목적은  광  파수  대역폭을  허용하지만  합성될  RF신호를  거의  감쇄시키지  않는 개선
된 RF신호 합성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략히  서술하자면,  본  발명은  다른  기정  주파수를  가지는  셋  또는  그  이상  RF신호용  합성기이다. 
합성기는  안테나에  결합될  합성  출력신호를  제공해  주면,  합성될  각  RF신호용  입력  전송선  및  합성 
출력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출력  전송선을  포함한다.  각  입력전송선은  동일  평면에  배치되며 방사상
으로  종단소자에  접속된다.  출력전송선은  입력  전송선  평면에  직각으로  배치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종단소자에  접속된다.  합성기는  또한  에컨대,  단락회로  또는  개방회로  임피던스와  같은  기정 임피던
스로  끝나는  동조용  전송선을  포함하며,  이  동조용  전송선은  실질적인  리액턴스성  임피던스를  갖는 
각각의  입력  전송선을  전기적으로  종단시키기  위한  종단소자에  접속된다.  동조용  전송선은 실질적으
로 셋 또는 그 이상의 입력 전송선을 상호 접속할 경우에 생기는 용량성 불연속 특성을 제거시킨다.

제1도에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다중단자  합성기(100)의  개략도가  도시되어  있다.  합성기(100)는 중
심부(104)로부터  나온  열개의  입력단자(101),  출력단자(106),  그리고  동조용  단자(107)을  포함한다. 
합성기(100)가  대칭형이므로  입력단자(101)  및  이에  상응하는  출력단자(106)  또는  동조용 단자(10
7)에  대한  접속은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합성기(100)에는  지지  판넬(panel)(도시되지  않음)에 죄어
지도록  4개의  지부재(103)가  제공된다.  합성기의  상부  및  저부(102)는  동일한  형태이고  또한  제거될 
수 있으며, 장착용 나사로써 제위치에 설비된다.

제1도의  합성기(100)  상부가  제2도에  도시된다.  10개의  입력단자(101)는  중심부(104)의  주변에 대칭
적으로  설치된다.  10개의  입력단자(101)가  제2도에  도시되었지만,  임의의  수의  입력단자가  본 발명
을  실시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실용상  물리적  제약을  받게  된다.  제2도에는  또한 지지부재
(103)를  더욱  명확히  도시되어  있다.  6개의  나사(108)가  구멍내로  끼워  넣어져서  제1도에서의  상부 
및 저부(102)를 중심부(104)에 장착시킨다.

제3a도  및  제3b도를  참조하자면,  두  개의  다중단자  합성기(301,  302)가  예시되어  있는데,  이것의 출
력단자(342.  340)는  통산적인  T접속기(303)에  의해  안테나(304)로  다중  송신된다.  제3a도의 합성기
(301)  및  제3b도의  합성기(302)의  횡단면이  제2도에서  합성기의  선  3-3을  따라  절취되어  있다. 제3a
도에서  합성기(301)의  입력단자(330,  331)  그리고  제3b도에서  합성기(302)의  입력단자(332)가 제각
기  대응여파기(310,  312,  314)와  송신기(311,  313,  315)에  접속된다.  이  여파기(310,  312,  314)는 
전형적으로  통상적인  공동  여파기이다.  송신기(311,  313,  315)에  대한  더욱  큰  상호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파기(310,  312,  313)는  제각기  공동여파기  및  격리기를  포함한다,  각각의  여파기(310, 
312,  313)는  반사  및  RF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길이의  전송선으로써  입력단자(330, 
331,  332)에  결합된다.  일단  RF신호  주파수  영역이  선택되면  이들  상호  접속용  전송선의  정확한 길
이가 손쉽게 결정될 수 있다.

제3a도에서  합성기(301)의  동조용  단자(343)  그리고  제3b도에서  합성기(302)의  동조용  단자(333)이 
제각기  통상적인  동조용  전송선  또는  동조용  스터브(305,  306)에  결합된다.  동조용  스터브(305, 
306)은  뉴저지  리빙스톤에  있는  Microlab/FXR에  의해  제조된  SO직렬  조정가능  단락회로  전송선과 같
은 조정가능 전송선 상에 고정된 통상적인 것일수도 있다.

제3a도에서  합성기(301)의  입력단자(330,  331)  출력단자(342)  및  동조용  단자(343)는  제각기 도체
(323,  324,  322,  321)를  통해서  종단소자(320)에  결합된다.  본  발명의  한  특징에  의하면 종단소자
(320)  및  도체(321.322)는  적당한  전도물질로  형성될  단일소자일  것이다.  단일소자로서 종단소자
(320)및  도체(321,  322)를  제공하면  합성기(301)의  소자  수효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합성기(301)의 
조립도 용이해진다. 종단소자(320)의 형태는 종단될 입력소자의 수에 좌우되어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종단소자(320)의  적합한  실시예는  제1도  합성기(100)의  10  입력부(101)를  종단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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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통형이다.  만일  넷  또는  그  이하의  입력단자가  있다면,  종단소자(320)는  정방형일  것이며,  또한 
제3b도에서  합성기(302)의  종단소자(350)에  예시된  바와  같이  구형일  수도  있다.  입력단자의 도체들
에  대한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단소자(320,  350)에  구멍이  제공된다.  입력도체(321,  324)는 
적당한 수단 가령, 납땜에 의해서 종단소자(320,, 350)에 부착된다.

제3a도의  합성기(301)및  제3b도의  합성기(302)의  조립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부싱(325)이 
그  내부에서  조립체를  적절히  방위(方位)시키기  위한  각  단자내로  삽입된다.  합성기를  조립하는데 
있어서,  입력  도체  및  부싱은  먼저  제1도에서의  중심부(104)와  상  및  저부(102)의  각  부분내로 설치
된다.  다음에,  입력도체는  종단소자(320,  350)에  대응  구멍을  결합한  다음  사용중인  결합소자에 납
땝된다.

입력도체가  설치된  후,  다음에  상  및  저부(102)는  합성기의  중심부(104)를  향하여  나사로  조여질 것
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합성기는 신속하고 손쉽게 조립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합성기가  대칭형이므로,  동조용  전송선  또는  동조용  스터브(305,  306)는  합성기(301, 
302)의  선택된  부분에  결합될  것이다.  예컨대,  동조용  스터브(305)는  제3a도에서  합성기(301)의 동
조용  단자(343)에  결합되는  반면,  동조용  스터브(306)은  제3b도에서  합성기(302)의  동조용 단자
(333)에  결합된다.  또한  제3b도의  단자(341)과  같은  비사용  단자는  통상적인  종단용  전송선  또는 종
단용 스터브(308)에 접속될 것이다.

예컨대,  종단용  스터브(308)은  단락회로  임피던스에  의해  종단되며  종단소자(350)에서  단자(341)가 
개방회로 임피던스를 나타낼 정도의 길이를 갖는다. 종단용 스터브(308)의 길이는 Phip 
C.Magnusson,  Allyi  Bacon,  Inc.,  1965에  의한  "Transmission  Lines  and  Wave  Propagation"과  같은 
통상적인 기술서에서 설명된 전송선 디자인 기술로서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에  의하면,  동조용  스터브(305,  306)은  셋  또는  그  이상의  입력단자를 상호접
속하므로써  생긴  용량성  불연속  특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대응  종단소자(320,  350)에 직
접  적속된다.  또한,  본  발명의  합성기는  단순히  동조용  스터브(305,  306)을  적절히  조정하므로써 RF
신호의  다른  주파수  범위를  허용하도록  손쉽게  채택될  수  있다.  더우기,  동조용  스터브(305,  306)는 
통상적인  동축접속기에  의해서  제각기  합성기(301,  302)에  부착될  수  있으므로  용이하게  상호 변환
될 수 있다.

제3a도의  각  송신기(311,  313)  및  제3b도의  송신기(315)는  특정  주파수에서  RF신호를  발생하며,  각 
여파기(310,  312,  314)는  대응  송신기로부터의  RF신호를  통과시키도록  동조된다.  그러므로  한 송신
기로부터의  RF신호는  각각의  다른  여파기가  다른  주파수로  동조되므로  다른  단자의  여파기  및 송신
기에  의해  부하가  걸리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이  합성기는  손실이  없어지며  도한 광대역
폭을 갖게 된다.  예컨대,  870  내지  890MHz  주파수 대역에서 RF신호를 합성하기 위해 동조된 본 발명
을 실시하는 합성기(100)는 약 420MHz의 3db 대역폭을 보인다.

상기의  서술  내용을  요약하자면,  안테나에  응용하기  위해  셋  또는  그  이상의  RF신호를  합성하는 특
정 RF신호 합성기가 설명되어 왔다.  특정 RF신호 합성기는 단일 지점에서 셋  또는 그  이상의 신호를 
상호  접속하므로써  생긴  용량성  불연속  특성을  실질적으로  제거한다.  용량성  불연속특성은  합성될 
각각  RF신호를  상호접속하는  종단소자에  직접  접속된  동조용  전송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제거된다. 
동조용  전송선이  용이하게  동조되거나  상호변환  될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합성기는  소정의  RF신호 
주파수 대역을 허용하도록 손쉽게 채택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합성  출력신호를  제공하도록  다른  기정  주파수를  갖는  셋  이상의  무선주파수들을  합성하기  위한 장
치에  있어서,  각각  기정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며  서로  동일한  평면내에  배치되어  대응  무선주파수 
신호에  결합된  복수의  입력단자(330,  331)와  기정  특정  임피던스를  가지며  합성  출력신호를 제공하
는  출력단자(342)와  합성  출력신호를  제공하도록  각  입력단자의  무선주파수  신호를  합성하기  위해 
각각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에  접속디는  것으로서,  여기서  각각의  상기  입력  단자들이 종단소자
(320)에  방사상으로  접속되며  상기  출력  단자는  입력단자의  평면에  직각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종단
소자(320),  기정  특성임피던스를  가지고  기정  임피던스에  의해  종단되며,  아울러  실질적으로 리액턴
스성  임피던스를  갖는  각각의  입력  전송선을  전기적으로  종단시키기  위한  종단  소자(320)에  접속된 
동조용 스터브(30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 합성기(301).

청구항 2 

제1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동조용  스터브(305)는  단락회로  임피던스에  의해  종단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3 

제1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동조용  스터브(305)는  개방회로  임피던스에  의해  종단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4 

제1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동조용  스터브(305)가  입력단자(330,  331)과  동일한  평면에 배치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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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동조용  스터브(305)가  입력단자(330,  331)의  평면에  직각으로 배치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6 

제1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종단  소자(320)가  원통형이며  전도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7 

제1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종단소자(320)가  원형이며  전도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8 

제4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종단소자(350)가  원통형이고  전도체로  구성되며,  원통형으로  형성된 
종단소자가  나란한  상  및  저표면과  방사상표면을  가지며,  입력단자(332)  및  동조용  스터브(306)가 
원통형  종단소자(350)의  방사상  표면에  접속되며,  아울러  출력단자(340)가  상  및  저표면의  하나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9 

제5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종단소자(350)가  원통형이며  전도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10 

제9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원통형으로  형성된  종단소자(350)가  나란한  상  및  저표면과  방사상 
표면을  가지며,  아울러  복수의  입력단자가  각각  방사상  표면에  접속되고,  출력  단자(340)가  상  및 
저표면들  중  한  표면에  접속되며,  동조용  스터브(306)가  상  및  저표면들  중  상기의  한  표면에 대향
하는 표면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11 

제9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출력단자(340),  동조용  스터브(306)  및  종단용  스터브(308)가 통합
적으로 전도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12 

제1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제각기  기정  주파수를  갖는  무선주파수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복수
의  송신기(311,  313)와  그로부터  무선주파수를  여파시키기  위한  송신기들중  하나에  제각기  결합되는 
복수의  여파기(310,  312)와  여파기로부터의  여파된  무선주파수  신호들중  하나에  제작기  결합되는 상
기 복수의 입력단자(330, 331)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청구항 13 

제12항에  따른  합성기에  있어서,  합성신호를  복사하기  위해  출력단자(342)에  결합된  안테나  수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단자 무선주파수 신호합성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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