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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ＩＥＥＥ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송수신기

요약

본 발명은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Zigbee) 송수신기에 있어서, 수신 신호에 따라 IEEE

802.15.4 규격 중 860 MHz 대역을 사용하는 유럽향 방식과 920 MHz 대역을 사용하는 북미향 방식과 2.4 GHz ISM 대역

을 사용하는 국제향(worldwide version) 방식 중 하나의 전송방식을 선택하며 상기 선택된 전송방식 및 전송 채널에 따라

기저대역에서 디지털 변복조를 수행하는 다중모드 모뎀과, 상기 다중모드 모뎀에 의해 선택된 전송방식에 대응하여 반송

주파수를 가변 조정하여 출력하는 주파수 합성부와, 상기 다중모드 모뎀으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변조 신호를 입력받으

며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저역 필터링하고 상기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전송 채널에 대응하

는 무선 변조 신호로 상향 변환하는 송신부와, 상기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 변조 신호를 기저대역으로 하향 변환하

며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저역 필터링하고 디지털 변조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다중모드 모뎀에 입

력하는 수신부와, 상기 송신부로부터 입력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안테나로 출력하거나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상기 수신부로 출력하는 송수신 전환부를 포함하는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

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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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지능형 채널 선택을 포함하여 수많은 간섭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다중모드

모뎀을 포함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지그비용 유럽향/미국향/국제향 방식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있

으므로, 본 발명에 따른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는 가격 및 하드웨어 자원 사용, 면적, 전력 소모 면에서 기존의 단일 대

역 송수신기에 비교해서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IEEE 802.15.4, 유럽향, 북미향 방식, 국제향, 다중모드모뎀, 다중모드 RF/아날로그 블록, 지그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무선통신 송수신기의 구조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의 구조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서 LO 생성기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서 LO 생성기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서 다중대역 VCO의 구현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지능형 채널 선택부의 블록도.

도 7은 일반적인 통신시스템에서의 주파수 오프셋과 수신된 신호 채널 파워에 따른 가중치 계수(α)의 변화를 도시하는 도

면.

도 8은 채널 선택 및 할당 상황에서 채널 선택을 위한 신호 채널 파워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지능형 채널 선택 방법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기저대역 모뎀 105: RF/아날로그 블록

110: 안테나 115: DAC

120: DC-보정 및 LPF 125: 주파수 상향 변환 믹서

130: 주파수 상향 변환 믹서 135: 가산기

140: 전력 증폭기 145: 송수신 전환부

150: 대역 통과 필터 155: 오실레이터

160: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 165: 주파수 합성기

170: 저잡음 증폭기 175: 주파수 하향 변환 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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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주파수 하향 변환 믹서 185: LPF & PGA

190: ADC 200: 다중모드 모뎀

300: 다중모드 RF/아날로그 블록 310: 프로그래머블 DAC

315: DC-보정& 프로그래머블 LPF 320: 주파수 상향 변환 믹서

325: 주파수 상향 변환 믹서 330: 가산기

335: 전력 증폭기 340: 송수신 전환부

345: 대역 통과 필터 350: 대역 통과 필터

355: 저잡음 증폭기 360: 주파수 하향 변환 믹서

365: 주파수 하향 변환 믹서 370: 프로그래머블 LPF & PGA

375: 프로그래머블 ADC 380: 단일/다중 대역 VCO

385: LO 생성기 390: 주파수 합성기

410: 안테나 420: 안테나

600: ICS 650: RSSI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Zigbee) 송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지

능형 채널 선택을 포함하여 수많은 간섭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다중모드 모뎀을 포함하여 무

선 센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지그비용 유럽향/미국향/국제향(worldwide version) 방식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최근 무선통신의 급증과 더불어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응용 중에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저전력 및 낮은 데이터율(data rate)을 가지는 IEEE 802.15.4 규격을 기초로 한 지그비 무선통신은 유비쿼터스 컴퓨

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지그비 무선통신은 크게 860 MHz 대역을 사용하는 유럽향 방식, 920 MHz 대역을 사용하는 북미향 방식, 그리고 2.4

GHz ISM 대역을 사용하는 국제향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도 1은 종래의 무선통신 송수신기의 구조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무선통신 송수신기는 각 표준의 물리 계층 규

격에서 정의된 변복조 방식에 따라 변복조를 수행하는 기저대역 모뎀(Baseband MODEM, 이하 "BB 모뎀"이라 함, 100)

과, BB 모뎀(100)으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변조 신호를 무선 변조 신호로 변환하고 안테나(110)로부터 수신되는 무선 변

조 신호를 디지털 변조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 주파 전처리부(RF front-end block, 105)[또는 "RF/아날로그 블록"이라고

도 칭함]와, 무선 변조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안테나(110)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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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블록(105)의 송신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이하, "DAC"라 함)(115)는 BB 모뎀(100)에 의

해 디지털 변조된 신호를 선택 표준에 적합한 비트 분해도(bit resolution)에 따라 아날로그 변조 신호로 변환하며, 직류 성

분 보정부(이하 "DC-보정부"라 함) 및 저역 통과 필터(LPF)는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변

조 신호의 DC 오프셋을 제거하고, 아날로그 변조 신호를 전송 표준에 상응하는 대역폭으로 저역 필터링한다.

주파수 상향 변환 믹서(I, Q)(125, 130)는 DC-보정 및 LPF(120)로부터 출력되는 기저대역 아날로그 변조 신호의 동상 성

분(I; in-phase, 이하 "I"라 함) 및 직교 성분(Q; quadrature, 이하 "Q"라 함)을 선택된 전송 표준에 상응하는 무선 주파수

(RF) 대역으로 각각 상향 변환하여 무선 변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무선 변조 신호는 가산기(135)에서 I 및 Q 성분이 합

쳐지며, 전력 증폭기(Power Amp)(140)에 의해 출력이 증폭된다.

상기 무선 변조 신호는 송수신 전환부(T/R SW, 145)를 거쳐 시분할 다중화(TDD)에 의해 할당된 송신 주기 동안에 안테

나(110)로 출력되며, 이 때 대역외 스퓨리어스 신호(out-of band spurious signal)를 제거하기 위해 대역 통과 필터(BPF,

150)를 거친다.

다음으로 전처리 블록(105)의 수신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안테나(110)로부터 입력되는 무선 변조 신호는 전술한 대역 통

과 필터(BPF, 150)를 거쳐 대역외 스퓨리어스 신호가 제거되고, 전술한 송수신 전환부(145)에 입력된다.

송수신 전환부(145)는 시분할 다중화 방식에 의해 송수신 시간 간격별로, 전술한 송신부의 전력 증폭기(140)로부터 출력

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대역 통과 필터(150)를 거쳐 안테나(110) 방향으로 출력하거나, 안테나(110)로부터 수신되어 대역

통과 필터(150)를 거친 무선 변조 신호를 수신부의 저잡음 증폭기(LNA, 170)에 입력한다.

저잡음 증폭기(170)는 상기 송수신 전환부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변조 신호(무선 변조 신호)를 무선 주파 대역에서 저

잡음 증폭하며, 저잡음 증폭된 아날로그 변조 신호는 주파수 하향 변환 믹서(175, 180)에 의해 I 및 Q 성분 각각에 대하여

기저대역 변조 신호로 변환된다. 저역 통과 필터 및 프로그래머블 이득 증폭기(LPF & PGA, 185)는 상기 하향 변환된 기

저대역 변조 신호를 I 및 Q 성분 각각에 대하여 전송 표준에 상응하는 채널 대역폭으로 저역 필터링하고 기저대역 증폭을

수행한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 190)는 전술한 기저대역 변조 신호를 선택된 전송 표준에 상응하는 비트 분해도에 따라 디

지털 변조 신호로 변환하여 BB 모뎀(100)에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반송 주파수의 생성과 관련하여,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160)는 오실레이터(155)로부터 발진된 국부 발진 주

파수를 체감하며, 주파수 합성기(165)는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160)로부터 출력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반송 주파수를

생성한다.

전술한 종래의 무선통신 송수신기의 구조는 단지 하나의 방식을 지원하는 송수신기 구조이다. 하나의 방식만을 지원하는

송수신기 구조에 있어서, 다중모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방식을 지원하는 송수신기 구조를 병렬 결합하여 다중모드 송

수신기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단가, 면적, 전력 소모 등의 한계

를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즉, 다수의 단일 방식 송수신기를 하나의 시스템에 단순 집적하는 방식은 기능 블록의 중복

으로 인하여 구현 면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전력 소모를 유발하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 차원에서 선택하기가 용이

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의 무선 송수신기 구조를 이용하여 다양한 대역의 다중모드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지능형 채널 선택을 포함하여 수많은 간섭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다중모드

모뎀을 포함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지그비용 유럽향/미국향/국제향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 있어

서, 수신 신호에 따라 IEEE 802.15.4 규격 중 860 MHz 대역을 사용하는 유럽향 방식과 920 MHz 대역을 사용하는 북미

향 방식과 2.4 GHz ISM 대역을 사용하는 국제향(worldwide version) 방식 중 하나의 전송방식을 선택하며 상기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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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방식 및 전송 채널에 따라 기저대역에서 디지털 변복조를 수행하며 상기 전송 채널의 수신 신호 강도 및 주파수 오프

셋에 기초하여 전송 채널을 선택하는 지능형 채널 선택부를 구비하는 다중모드 모뎀과, 상기 다중모드 모뎀에 의해 선택된

전송방식에 대응하여 반송 주파수를 가변 조정하여 출력하는 주파수 합성부와, 상기 다중모드 모뎀으로부터 출력되는 디

지털 변조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저역 필터링하고 상기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

여 상기 전송 채널에 대응하는 무선 변조 신호로 상향 변환하는 송신부와, 상기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 변조 신호를

기저대역으로 하향 변환하며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저역 필터링하고 디지털 변조 신호로 변환하

여 상기 다중모드 모뎀에 입력하는 수신부와, 상기 송신부로부터 입력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안테나로 출력하거나 안테나

로부터 수신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상기 수신부로 출력하는 송수신 전환부를 포함하는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

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IEEE 802.15.4 규격 중 860 MHz 대역을 사용하는 유럽향 방식과 920 MHz 대역을 사용하는 북미향 방식

과 2.4 GHz ISM 대역을 사용하는 국제향 방식 중 선택된 전송방식에 대응하여 다중모드 모뎀에 의해서 무선 변복조를 수

행하는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서 사용되는 다중모드 RF/아날로그 장치에 있어

서, 상기 선택된 전송방식에 대응하여 반송 주파수를 가변 조정하여 출력하는 주파수 합성부와, 디지털 변조 신호를 입력

받으며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저역 필터링하고 상기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전송 채널에 대

응하는 무선 변조 신호로 상향 변환하는 송신부와, 상기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 변조 신호를 기저대역으로 하향 변

환하며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저역 필터링하고 디지털 변조 신호로 변환하는 수신부와, 상기 송신

부로부터 입력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안테나로 출력하거나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상기 수신부로 출력

하는 송수신 전환부를 포함하는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서 사용되는 다중모드

RF/아날로그 장치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를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0.8~2.4GHz 주파수대역을 이용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지그비용 유럽향/미국향/국

제향 방식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무선통신 송수신기의 구조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는 크게

다중모드 모뎀(multi-mode modem, MMM, 200)과 다중모드 RF/아날로그 블록(300)으로 구성된다.

먼저, 다중모드 모뎀(200)은 0.8~2.4GHz 주파수대역을 이용하는 지그비 무선통신 표준, 즉 860 MHz 대역을 사용하는

유럽향, 920 MHz 대역을 사용하는 북미향, 그리고 2.4 GHz ISM 대역을 사용하는 국제향 방식을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규격을 기초로 한 지그비 무선통신을 지원하며, 수신 신호에 따라 상기 유럽향, 미국향, 국제향 중에서 하나의 방

식을 선택하여 OQPSK/BPSK 변복조를 수행한다. 즉, 선택된 방식에 따라 860 MHz 대역을 사용하는 유럽향, 920 MHz

대역을 사용하는 북미향, 그리고 2.4 GHz ISM 대역을 사용하는 국제향에 대한 변복조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다중모드 모뎀은, 2.4 GHz 대역의 IEEE 802.11b 및 IEEE 802.11g 규격 중 적어도 하나와 2.3 GHz 대역의 휴대 인

터넷 표준 규격에 대한 디지털 변복조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중모드 모뎀(200)은 상기 선택된 방식에 따른 채널들 중에서 간섭(interference)의 영향이 적은 채널을 선택하는 지능

형 채널 선택부(ICS, 600)를 포함할 수 있다. 지능형 채널 선택부(600)는 기저대역으로 변환된 수신 신호의 세기와 주파수

오프셋들의 관계에 의해 전송 채널을 결정한다. 지능형 채널 선택부(600)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도 6내지 도 9와 관

련하여 후술하도록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주요한 특징은 860 MHz 대역을 사용하는 유럽향, 920 MHz 대역을 사용하는 북미향, 그리고 2.4 GHz

ISM 대역을 사용하는 국제향과 관련된 IEEE 802.15.4 물리 계층(PHY)을 지원하기 위해 무선 주파 전처리부[즉, 다중모

드 RF/아날로그 블록(300)]의 기능 블록을 공유하는 데 있으며, 향후IEEE 802.15.4의 기저대역 변조 방식 등에 선택 사

항(option)이 추가되더라도 본 발명의 다중모드 모뎀(200)에 상기 추가 선택 사항을 지원하도록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다중모드 RF/아날로그 블록(300)은 무선 주파 전처리부로서, 송신부(310, 315, 320, 325, 330, 335), 수신부(355, 360,

365, 370, 375), 주파수 합성부(380, 385, 390, 395) 및 송수신 전환부(340)로 구분할 수 있다. 송신부 및 수신부는 직접

변환 구조(direct-converion 또는 zero-IF)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광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증폭기(335, 355)와, 프로그래

머블 DAC 및 ADC(310, 375)와, 통과 대역폭을 가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LPF(315, 370) 등을 이용하여

전술한 다양한 방식을 지원할 수 있다. 주파수 합성부는 LO(Local Oscillator) 생성기(385) 및 디지털 보상 수정 발진기

(DCXO, 395)를 이용하여 전송 표준 및 전송 채널에 대응하는 반송 주파수를 가변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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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모드 RF/아날로그 블록(300)의 송신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프로그래머블 DAC(310)는 비트 분해도를

선택하여 다중모드 모뎀(200)에 의해 디지털 변조된 신호를 아날로그 변조 신호로 변환한다. IEEE 802.15.4 규격의 경우

4 비트의 비트 분해도를 가진다.

DC-보정 및 프로그래머블 LPF(315)는 프로그래머블 DAC(310)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변조 신호의 DC 오프셋을 보

정하고, 프로그래머블 LPF의 통과 대역폭을 상기 선택된 각 방식에 상응하는 채널 대역폭(유럽향의 경우 860 MHz, 미국

향의 경우 920 MHz, 국제향의 경우 2.4 GHz)으로 가변적으로 조정하여 저역 필터링함으로써, 선택된 방식에 해당하는 스

펙트럼 파형을 형성한다.

주파수 상향 변환 믹서(I, Q)(320, 325)는 주파수 합성부로부터 제공되는 반송 주파수 신호를 이용하여, DC-보정 및 프로

그래머블 LPF(315)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변조 신호의 I 성분 및 Q 성분을 상기 선택된 전송 표준 및 전송 채널에 대응

하는 무선 주파 신호로 상향 변환한다. 즉, 유럽향이 선택된 경우 860 MHz 대역의 전송채널로, 미국향이 선택된 경우 920

MHz 대역의 전송채널로, 국제향이 선택된 경우 2.4 GHz 대역의 전송채널로 주파수 변환한다. 무선 주파 신호는 가산기

(330)에서 I 및 Q 성분이 합쳐진다.

출력 제어가 가능한 전력 증폭기(파워 앰프, 335)는 전술한 무선 변조 신호의 출력을 증폭하며, 선택된 방식에 따라 860

MHz, 920 MHz 또는 2.4 GHz의 무선 변조 신호를 증폭한다.

상기 증폭된 무선 변조 신호는 송수신 전환부(T/R SW, 340)를 거쳐 소정의 송신 주기 동안에 안테나(410 또는 420) 방향

으로 출력되며, 대역외 스퓨리어스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안테나(410 또는 420)에 입력되기에 앞서 대역 통과 필터(345

또는 350)를 거칠 수 있다. 상기 안테나(410)는 868 내지 928 M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의 송수신에 사용되고, 상기

안테나(420)는 2400 내지 2485 M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의 송수신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송수신 전환부(340)는 소정의 수신 주기 동안에, 안테나(410 또는 420)로부터 수신되어 대역 통과 필터(345 또는

350)를 거친 무선 변조 신호를 수신부(350)에 입력한다.

다음으로 다중모드 RF/아날로그 블록(300)의 수신부를 설명한다.

저잡음 증폭기(LNA, 355)는 출력 제어(Power Control)가 가능하며, 상기 송수신 전환부(340)로부터 출력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무선 주파 대역에서 저잡음 증폭한다. 즉, 저잡음 증폭기(355)는 선택된 전송방식에 따라 860 MHz, 920 MHz 또

는 2.4 GHz 무선 변조 신호를 증폭한다.

주파수 하향 변환 믹서(360, 365)는 LO 생성기(385)로부터 제공되는 반송 주파수 신호를 이용하여, 저잡음 증폭기(355)

에 의해 저잡음 증폭된 무선 변조 신호의 I 및 Q 성분 각각을 기저대역의 아날로그 변조 신호로 변환한다.

프로그래머블 LPF 및 프로그래머블 이득 증폭기(프로그래머블 LPF&PGA, 370)는 전송방식에 대응하여 채널 대역폭을

가변적으로 조정하며(예컨대, 유럽향의 경우 860 MHz, 미국향의 경우 920 MHz, 국제향의 경우 2.4 GHz), 상기 하향 변

환된 아날로그 변조 신호의 I 및 Q 성분 각각을 상기 가변 조정된 대역폭으로 저역 필터링하고 이득 증폭함으로써, 아날로

그 채널 선택(ACS; Analog-mode Channel Selection, 이하 "ACS"라 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블 LPF 및 PGA(370)로부터 출력되는 기저대역의 디지털 변조 신호는 각 수신 채널의 강도를 나타내는 수신

강도 표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수신 신호 강도 표시부(RSSI)(650)에 제공될 수 있으며, 상기 수신 강도 표시 신호는 지능

형 채널 선택부(600)에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래머블 ADC(375)는 전송 표준에 적합한 비트 분해도를 선택하며(IEEE 802.15.4 규격의 경우 4 비트급), 프로그래

머블 LPF 및 PGA(370)로부터 출력되는 기저대역의 아날로그 변조 신호를 디지털 변조 신호로 변환한다. 프로그래머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375)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변조 신호는 다중모드 모뎀(200)에 입력된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합성부(380, 385, 390, 395)를 살펴보면,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VCO, 380)는 예컨대, 4.8

내지 5.0 GHz 또는 3.4 내지 3.8 GHz 무선 주파대의 국부 발진 주파수 신호를 생성한다.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

(380)는 LO 생성기(385)와 관련하여 도 3, 도 4 및 도 5를 참조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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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합성기(390)는, 예컨대 정수형 위상 고정 루프(integer-PLL) 또는 비율형 위상 고정 루프(fractional-PLL)]로 구

성되며,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도시되지 않음)의 주파수 출력 및 디지털 보상 수정 발진기(DCXO; digitally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395)로부터 출력되는 기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송 채널에 상응하는 전송 주파수를 가

변 생성한다. 즉 다양한 표준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와 DCXO(395)를 이용하여 원하는 표준의 I/Q-LO

신호를 생성시켜 준다.

LO 생성기(385)는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380)의 출력신호와 주파수 합성기(390)의 출력 신호를 입력받아 원하

는 대역의 주파수를 합성한다. LO 생성기(385)에 의해 생성된 I/Q 전송 주파수 신호는 전술한 주파수 상향 변환 믹서(320,

325) 및 주파수 하향 변환 믹서(360, 365)에 I 및 Q 성분 별로 입력되어 주파수 상향 변환 및 주파수 하향 변환에 사용된

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서 LO 생성기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시되듯이,

다중대역 무선통신 지그비를 지원하기 위해 단일 VCO(510)를 이용한 LO 생성기가 도시되어 있다.

도 3의 (a)는 1.6~1.9GHz로 발진하는 단일 VCO(510)에 LO 생성기(520)가 구현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LO 생성기

(520)는 상기 단일 VCO(510)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0.8 내지 0.95 GHz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2-디바이더(530)와,

입력되는 주파수를 3분주하는 3-디바이더(535)와, 상기 단일 VCO(510)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상기 3-디바이더

(535)에 제공하며 상기 3-디바이더(535)에서 피드백되는 신호와 상기 단일 VCO(510)의 출력 주파수를 혼합하는 믹서

(525)와, 상기 믹서(525)의 출력신호를 필터링하여 2.4 GHz 대역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필터(540)를 포함한다.

크리스털(Xtal)에서 발진되는 신호는 오실레이터(Nr)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파수를 생성하고 위상검출기(PFD)에서 분주

기(Nv)를 통해서 나뉘어져 들어오는 주파수와 비교되며 이는 전하펌프(CP)에 의해서 위상검출기(PFD)의 출력 펄스폭에

비례하는 전류를 생성하게 되며, 루프필터에서는 주파수를 필터링하여 VCO 조절 단자의 전압을 가변시킨다. VCO는 피드

백되어 안정화된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전달하며 이 경우 단일 VCO는 1.6 내지 1.9 G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출

력한다.

단일 VCO(510)에서 출력되는 주파수 신호는 2-디바이더(530)에 의해 유럽/미국향의 0.8~0.95GHz를 합성하게 된다[출

력신호 LOI(1)과 LOQ(1)]. 또한 VCO(510)에서 출력된 신호를 믹서(525)에 인가하고 3-디바이더(535)에 의해서 신호를

피드백시켜 다시 믹서(525)에 인가하여 안정 상태(steady-state)에 이르면 믹서(525)의 출력 중에서 원하지 않는 측대역

의 신호를 필터링하면 국제향의 2.4 GHz 대역의 주파수 합성이 가능하다[출력신호 LOI(2)과 LOQ(2)].

도 3의 (b)는 1.6~1.9GHz로 발진하는 단일 VCO(510')에 LO 생성기(520')가 구현된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

된 바와 같이 LO 생성기(520')는, 상기 단일 VCO(510')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0.8 내지 0.95 GHz의 주파수를 출력하

는 2-디바이더(530')와, 단일 VCO(510')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주파수를 3분주하는 3-디바이더(535')와, 상기 3-디

바이더(535')의 출력 주파수와 단일 VCO(510')의 출력 주파수를 혼합하는 믹서(525')와, 상기 믹서(525')의 출력신호를

필터링하여 2.4 GHz 대역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필터(540')를 포함한다.

단일 VCO(510')는 도 3의 (a)의 단일 VCO(510)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단일 VCO(510')에서 출력되는 주파수 신호는 2-디바이더(530')에 의해 유럽/미국향의 0.8~0.95GHz를 합성하게 된다

[출력신호 LOI(1)과 LOQ(1)]. 또한 VCO(510')에서 출력된 신호를 3-디바이더(535')에 인가하고 이후 믹서(525')에 인가

하며 또한 단일 VCO(510')에서 믹서(525')로 인가한 신호와 혼합되어 안정상태에 이른 후 필터(540')에 의해 필터링하면

국제향의 2.4 GHz 대역의 주파수 합성이 가능하다[출력신호 LOI(2)과 LOQ(2)].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서 LO 생성기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시되듯

이, 다중대역 무선통신 지그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중대역 VCO를 이용한 LO 생성기가 도시되어 있다.

도 4의 (a)는 이중대역 VCO(550) 즉 4.8 내지 5.0 GHz의 대역과 3.4 내지 3.8 GHz의 대역을 가지는 주파수를 다중모드

모뎀(200)으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이중대역 VCO(550)를 사용하여 주파수를 합성하는 것이

다. 도시되듯이 LO 생성기는 이중대역 VCO(550)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0.8 내지 0.95 GHz의 유럽/미국향 주파수

[출력신호 LOI(1)과 LOQ(1)]를 출력하는 제1의 2-디바이더(560)와, 상기 제1의 2-디바이더(560)의 출력을 입력받아

2.4 내지 2.5 GHz 대역의 주파수[출력신호 LOI(3)과 LOQ(3)]를 출력하는 제2의 2-디바이더(57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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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의 (b)는 삼중대역 VCO(550') 즉 4.8 내지 5.0 GHz 대역과 3.4 내지 3.8 GHz대역과 3.45 GHz대역을 가지는 주파수

를 다중모드 모뎀(200)으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삼중대역 VCO(550')를 사용하여 주파수를

합성하는 것이다. 도시되듯이, LO 생성기는 삼중대역 VCO(550')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0.8 내지 0.95 GHz의 유럽/

미국향 신호[출력신호 LOI(4)과 LOQ(4)]를 출력하는 제1의 2-디바이더(560')와, 상기 제1의 2-디바이더(560')의 출력

을 입력받아 2.4 내지 2.5 GHz 대역의 국제향 신호[출력신호 LOI(5)과 LOQ(5)] 또는 0.863 GHz 대역의 신호[출력신호

LOI(5)과 LOQ(5)]를 출력하는 제2의 2-디바이더(570')를 포함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서 다중대역 VCO의 구현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의 (a)는 다중대역 LC-탱크를 사용한 LC-발진기 형태의 다중대역 VCO의 예이다. 도 5의 (a)에서 다중대역 LC-탱크

는 다중모드모뎀(200)으로부터 대역 선택 비트를 수신하여 원하는 주파수의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도 5의 (b)는 다중대역 지연셀을 이용한 링 발진기 형태의 다중대역 VCO의 예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지연셀들은 다중모

드모뎀(200)으로부터 대역 선택 비트를 수신하여 원하는 주파수의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모드 모뎀(200)에 포함되는 지능형 채널 선택부(ICS; Intelligent Channel

selection, 600)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지능형 채널 선택부(600)는 예컨대 RSSI

(650)로부터 수신된 채널의 파워(강도)를 측정하여 신호 채널 파워 데이터로 저장하는 채널 파워 측정부(610)와, 다중모

드 모뎀(200) 내의 복조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가능한 채널을 정렬하고 이를 채널 리스트로 저장하는

채널 리스트 저장부(620)와, 신호 채널 파워 데이터와 채널 리스트 내의 채널들의 주파수 오프셋을 기초로 채널 선택을 위

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채널 선택 데이터 생성부(630)와, 채널 선택을 위한 데이터를 기초로 채널 리스트 내의 채널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채널을 선택하고 이 데이터를 주파수 합성기(390)로 전달하는 채널 선택부(640)를 포함한다. 한편, 도 2

의 수신 신호 강도 표시부(RSSI)(650)는 전술한 채널 파워 측정부(610)의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채널 파워 측정부(610)에서는 각 채널에 대해서 수신된 채널의 파워를 나타내는 수신 신호 강

도 표시(RSSI) 신호를 생성하여 신호 채널 파워 데이터로 저장한다. 즉, 채널 파워 측정부(610)는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각

채널의 신호들에 대해서 RSSI 신호를 생성하여 채널 선택 데이터 생성부(630)에 제공된다.

채널 파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 2의 프로그래머블 LPF 및 PGA(370)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아

날로그 RSSI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A/D 변환하여 디지털 RSSI 신호를 생성하여 채널 선택 데이터 생성부(630)로 제공할

수 있다. 혹은 전술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A/D 변환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 처리하여 디지털 RSSI 신호를 생성하여 채널 선

택 데이터 생성부(630)로 제공할 수 있다.

채널 리스트 저장부(620)는 송수신기가 소속된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채널을 정렬하여 채널 리스트로 생성하

고 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다중모드 모뎀(200)의 복조부(도시되지 않음)의 네트워크 층으로부터 송수신기가

속해 있는 셀 네트워크 상에서 점유되지 않은 모든 채널을 정렬하여 이를 채널 리스트로 저장한다.

채널 선택 데이터 생성부(630)는 채널 파워 측정부(610)에서 측정된 신호 채널 파워 데이터와, 채널 리스트 저장부(620)

에서 생성된 채널 리스트 내의 채널들의 주파수 오프셋을 기초로 채널 선택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채널 선택을 위한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수학식 1]을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

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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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k는 각각의 채널 번호에 대한 주파수 오프셋 파라미터 기여도(contribution)를 포함한 자신의 채널의 수신된 신

호 채널 파워와 다른 간섭신호들의 파워들의 차이들의 합을 나타낸다. 또한, pk는 수신된 신호 채널 파워를 나타낸다. αk는

채널 번호에 따른 주파수 오프셋 계수(factor)를 포함한 가중치(weighting) 파라미터로서 이며, k는 채널 번호

이고, ρ는 주파수 오프셋에 의한 기여도에 대한 수신된 신호 채널 파워에 의한 기여도에 대한 정규화된 일종의 비례계수이

며, fch는 채널의 주파수이다. 실질적으로, ρ는 수신기의 선택도(selectivity)와 관련된 간섭신호 감쇄(attenuation)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다음의 [수학식 2]는 [수학식 1]의 데이터를 채널 선택 할당 매트릭스(channel selection assign matrix, CSAM) Wk 형

태로 변환한 것이다.

수학식 2

이와 같이 채널 선택을 위한 데이터, 예컨대 상기 CSAM 데이터 Wk가 생성되면 채널 선택부(640)에서는 채널 선택을 위

한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채널 리스트 내의 채널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채널을 선택한다. 단순히 신호 채널 파워, 예컨

대 RSSI 신호만을 사용하여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오프셋을 고려한 CSAM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채널을 선

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는 도 2의 다중모드 RF/아날로그 블록(300) 내의 주파수 합성기

(390) 및/또는 디지털 보상 수정 발진기(DCXO)(395)에 전달되어 해당 채널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도 7은 일반적인 통신시스템에서의 주파수 오프셋과 수신된 신호 채널 파워에 따른 가중치 계수(α)의 변화를 보여 주는 그

림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주파수 오프셋이 증가할수록 α는 증가할 것이고, 수신된 채널 파워가 증가할수록 α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주파수 오프셋에 의한 효과와 수신된 채널 파워에 의한 효과는 서로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도 8은 채널 선택 및 할당 상황에서 채널 선택을 위한 신호 채널 파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이동국

에 대해 사용가능한 채널에 대해서 신호 채널 파워를 나타내면, 각 채널 중에서 채널 번호 2번에 대해서 신호 채널 파워가

가장 작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통상의 디지털 모드 채널 선택(DCS) 방법을 적용한다면, 신호 채널 파워가 가장 작은

채널 2번을 상기 이동국에 대한 채널로서 할당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통상의 DCS 방법은 주파수 오프셋을 전

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주변의 간섭신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채널 선택은 주변 채널들에서의 보다 큰

간섭신호들에 의한 변조간 왜곡 (IMD; Inter-modulation distortion) 및 가역 혼합 (reciprocal mixing) 등으로 인하여 수

신기의 최소 검출가능 신호 레벨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파워 소모를 높이게 된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면, 도 6에 도시

된 채널 중에서 본 발명의 지능형 채널 선택에 따라서 예컨대 CSAM을 계산하면 주파수 오프셋과 채널 파워 모두를 고려

한 채널 번호 7번(ch 7)을 이동국에 대한 통신 채널로서 할당하는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지능형 채널 선택 방법의 흐름도이다.

우선 복수의 사용가능한 채널을 정렬하여 채널 리스트로 저장한다(S910). 전술하듯이, 예컨대, 다중모드 모뎀(MMM)의

복조부의 네트워크 층으로부터 송수신기가 소속되어 있는 셀 네트워크 상에서 점유되지 않은 모든 채널을 정렬하여 이를

채널 리스트로 저장한다.

이후 복수의 사용가능한 채널에 대해서 수신된 신호 채널 파워를 측정하여 신호 채널 파워 데이터로 저장한다(S930). 이

단계는 예컨대,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수신된 채널의 파워를 나타내는 수신 신호 강도 표시(RSSI) 신호를 생성하여 이를

신호 채널 파워 데이터로 저장한다.

신호 채널 파워 데이터와 채널 리스트 내의 채널들의 주파수 오프셋을 기초로 채널 선택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한다(S950).

이 단계는 예컨대 전술한 CSAM 데이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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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기 채널 선택을 위한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채널 리스트 내의 채널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채널을 선택한다

(S970). 이러한 우선 순위는 예컨대 CSAM 값이 가장 작은 채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을 예시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

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여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이하의 특허

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지능형 채널 선택을 포함하여 수많은 간섭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다중모드 모뎀을 포함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지그비용 유럽향/미국향/국제향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다중대역 지그비(Zigbee) 송수신기는 가격 및 하드웨어 자원 사용, 면적, 전력 소

모 면에서 기존의 단일 대역 송수신기에 비교해서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Zigbee) 송수신기에 있어서,

수신 신호에 따라 IEEE 802.15.4 규격 중 860 MHz 대역을 사용하는 유럽향 방식과 920 MHz 대역을 사용하는 북미향 방

식과 2.4 GHz ISM 대역을 사용하는 국제향(worldwide version) 방식 중 하나의 전송방식을 선택하며 상기 선택된 전송

방식 및 전송 채널에 따라 기저대역에서 디지털 변복조를 수행하며 상기 전송 채널의 수신 신호 강도 및 주파수 오프셋에

기초하여 전송 채널을 선택하는 지능형 채널 선택부를 구비하는 다중모드 모뎀과,

상기 다중모드 모뎀에 의해 선택된 전송방식에 대응하여 반송 주파수를 가변 조정하여 출력하는 주파수 합성부와,

상기 다중모드 모뎀으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변조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저

역 필터링하고 상기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전송 채널에 대응하는 무선 변조 신호로 상향 변환하는 송신부와,

상기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 변조 신호를 기저대역으로 하향 변환하며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

여 저역 필터링하고 디지털 변조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다중모드 모뎀에 입력하는 수신부와,

상기 송신부로부터 입력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안테나로 출력하거나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상기 수신

부로 출력하는 송수신 전환부

를 포함하는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모드 모뎀은, 2.4 GHz 대역의 IEEE 802.11b 또는 IEEE 802.11g 규격 또는 2.3 GHz 대역의

휴대 인터넷 표준 규격 중에서 선택된 전송 방식에 대한 디지털 변복조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는,

등록특허 10-0635535

- 10 -



상기 다중모드 모뎀에 의해 디지털 변조된 신호를 아날로그 변조 신호로 변환하는 프로그래머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

와,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상기 프로그래머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변

조 신호를 저역 필터링하는 파형 성형부와,

상기 주파수 합성부로부터 출력되는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파형 성형부로부터의 아날로그 변조 신호를 상기 전송

채널에 대응하는 무선 변조 신호로 상향 변환하는 주파수 상향 변환부와,

상기 상향 변환된 무선 변조 신호를 증폭하는 전력 증폭부

를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 성형부는,

상기 프로그래머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변조 신호의 직류(DC) 성분을 보정하는 DC 보정부

를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부는,

상기 송수신 전환부로부터 출력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는 저잡음 증폭부와,

상기 주파수 합성부로부터 출력되는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저잡음 증폭부로부터의 무선 변조 신호를 기저대역의

아날로그 변조 신호로 하향 변환하는 주파수 하향 변환부와,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상기 주파수 하향 변환부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변조 신호를 저역 필터

링하는 아날로그 채널 선택부와,

상기 아날로그 채널 선택부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변조 신호를 디지털 변조 신호로 변환하는 프로그래머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부

를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채널 선택부는,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상기 하향 변환된 아날로그 변조 신호를 저역 필터링하는 프로그래머블 저

역 통과 필터와,

상기 프로그래머블 저역 통과 필터에 의해 필터링된 아날로그 변조 신호를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가변적으로 증폭하는 프

로그래머블 증폭기

를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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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부는,

상기 아날로그 채널 선택부에 의해 필터링된 아날로그 변조 신호의 강도를 계산하여 상기 채널 선택부에 제공하는 수신 강

도 표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모드 모뎀은,

채널의 수신 신호 강도 및 주파수 오프셋에 기초하여 채널을 선택하는 지능형 채널 선택부를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합성부는,

단일 대역 또는 다중대역의 무선 주파대의 국부 주파수를 발진하는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와,

상기 선택된 방식에 따라 기준 주파수를 생성하는 디지털 보상 수정 발진기(DCXO)와,

상기 디지털 보상 수정 발진기로부터 출력되는 기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송 채널에 상응하는 전송 주파수를 가변 생성하

는 주파수 합성기와,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의 출력신호 및 상기 주파수 합성기로부터 출력되는 주파수를 입력받아 상기 전송 채

널에 대응하는 반송 주파수로 변경하여 출력하는 LO(Local Oscillator) 생성기

를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LO 생성기는,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에서 출력되는 1.6 내지 1.9 GHz의 단일대역 주파수를 입력받는 것이며,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0.8 내지 0.95 GHz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2-디바이더와,

입력되는 주파수를 3분주하는 3-디바이더와,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상기 3-디바이더에 제공하며 상기 3-디바이더에서 피드

백되는 신호와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의 출력 주파수를 혼합하는 믹서와,

상기 믹서의 출력신호를 필터링하여 2.4 GHz 대역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필터

를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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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LO 생성기는,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에서 출력되는 1.6 내지 1.9 GHz의 단일대역 주파수를 입력받는 것이며,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0.8 내지 0.95 GHz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2-디바이더와,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주파수를 3분주하는 3-디바이더와,

상기 3-디바이더의 출력 주파수와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의 출력 주파수를 혼합하는 믹서와,

상기 믹서의 출력신호를 필터링하여 2.4 GHz 대역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필터

를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LO 생성기는,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에서 출력되는 4.8 내지 5.0 GHz 대역과 3.4 내지 3.8 GHz 대역의 다중대역 주파수

를 상기 다중모드모뎀의 제어비트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입력받는 것이며,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0.8 내지 0.95 GHz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제1 2-디바이

더와,

상기 제1 2-디바이더의 출력을 입력받아 2.4 내지 2.5 GHz 대역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제2 2-디바이더

를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LO 생성기는,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에서 출력되는 4.8 내지 5.0 GHz 대역과 3.6 내지 3.8 GHz 대역과 3.45 GHz 대역

의 다중대역 주파수를 상기 다중모드모뎀의 제어비트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입력받는 것이며,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의 출력 주파수를 입력받아 0.8 내지 0.95 GHz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제1 2-디바이

더와,

상기 제1 2-디바이더의 출력을 입력받아 2.4 내지 2.5 GHz 대역의 주파수 또는 0.863 GHz 대역의 주파수를 출력하는 제

2 2-디바이더

를 포함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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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중모드모뎀으로부터의 대역 선택비트를 수신하고 다중대역 LC-탱크를 사용하여 다중대역의 무선 주파대의 국부

주파수를 발진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다중 대역 전압제어 발진기는,

상기 다중모드모뎀으로부터의 대역 선택비트를 수신하고 다단으로 된 지연 셀을 이용하여 다중대역의 무선 주파대의 국부

주파수를 발진하는 것인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

청구항 16.

IEEE 802.15.4 규격 중 860 MHz 대역을 사용하는 유럽향 방식과 920 MHz 대역을 사용하는 북미향 방식과 2.4 GHz

ISM 대역을 사용하는 국제향 방식 중 선택된 전송방식에 대응하여 다중모드 모뎀에 의해서 무선 변복조를 수행하는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서 사용되는 다중모드 RF/아날로그 장치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전송방식에 대응하여 반송 주파수를 가변 조정하여 출력하는 주파수 합성부와,

디지털 변조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여 저역 필터링하고 상기 반송 주파수를 이용

하여 상기 전송 채널에 대응하는 무선 변조 신호로 상향 변환하는 송신부와,

상기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 변조 신호를 기저대역으로 하향 변환하며 상기 전송방식에 따라 대역폭을 가변 조정하

여 저역 필터링하고 디지털 변조 신호로 변환하는 수신부와,

상기 송신부로부터 입력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안테나로 출력하거나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무선 변조 신호를 상기 수신

부로 출력하는 송수신 전환부

를 포함하는 IEEE 802.15.4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다중대역 지그비 송수신기에서 사용되는 다중모드 RF/아날로그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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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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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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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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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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