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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용 고주파 모듈 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단말기의 회로 구성 중 고주파 처리 부분만을 별도

로 모듈화함으로써 주파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파수에 맞추어 설계한 고주파 모듈만을 교체하여 간

편하게 통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의 본 발명은 고주파 모듈에 있어서, LTCC 또는

FR-4로 구성되는 적층형 기판(210) 내부에 신호 전달을 위해 배치, 형성되는 연결부(220)과, 상기 적층형 기판(210) 상에

베어다이(bare die) 상태로 분리 실장되는 송신회로(230)와 수신회로(240)와, 그 송신회로(230)와 수신회로(240)를 외부

와 접촉 차단하기 위한 캡(cap)(250)을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일반적인 이동통신단말기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고주파 모듈의 구조를 보인 단면도.

도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단자 형태의 예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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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기판 220 : 연결부

230 : 송신회로 240 : 수신회로

250 : 캡(cap)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용 고주파 모듈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단말기는 통신 방식으로 듀플렉스(Duplex)방식을 사용한다.

이동통신단말기의 동작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원을 온시키면 기지국 안테나에서 방사하는 다수의 채널 중에서 시그널 채널(Signal Channel)의 셋업 채널(Set-

Up Channel)을 높은 채널부터 낮은 채널까지 차례로 스캐닝하다가 단말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 즉, 전파세력이 가장

강한 채널을 포착하게 된다.

이어서, 기지국 안테나에서 송출하는 오버핸드 메시지(Over-Hand Massage)를 수신한 후 단말기를 등록시키고 채널 주

파수에 동조시켜 통화 가능 상태가 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단말기는 도1의 블록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대역 여파하여 하향 주

파수 처리하고 안테나로 송신될 신호를 상향 주파수 처리하는 고주파 처리부(110)와, 이 고주파 처리부(110)에서 하향 주

파수 처리된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설정된 방식으로 복조하고 송신될 신호를 상기 고

주파 처리부(110)로 전달하는 기저대역 처리부(120)와, 이 기저대역 처리부(120)의 출력 신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신호를 상기 기저대역 처리부(120)로 전달하는 유니트부(1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기저대역 처리부(120)는 MSM 칩, 메모리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유니트부(130)는 스피커, 마이크, 키패드, 엘씨디(LCD),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종래의 이동통신단말기는 소형화를 달성함은 물론 신호 간섭을 제거하여 송수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주파 처리부

(110)와 기저대역 처리부(120)를 하나의 칩으로 집적하여 장착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에는 고주파 처리부와 기저대역 처리부를 하나의 칩으로 집적함으로 주파수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주파 처리부를 해당 주파수에 맞추어 새로이 설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기의 회로 구성 중 고주파 처리 부분만을 별도로 모듈화

함으로써 주파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파수에 맞추어 설계한 고주파 모듈만을 교체하여 간편하게 통

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창안한 이동통신용 고주파 모듈 구조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특히, 본 발명은 고주파 처리 부분만을 베어 다이 상태로 기판에 와이어 본딩하여 모듈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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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주파 모듈에 있어서, 적층형 기판에 배치, 형성되는 연결부과, 적층형 기판 상

에 분리 실장되는 송신회로와 수신회로와, 그 송신회로와 수신회로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캡(cap)을 포함하여 구

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송신회로와 수신회로는 베어 다이 상태로 기판 상에 와이어 본딩되거나, 상용 모듈 상태로 기판 상에 솔더링

(solding)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캡은 에폭시 몰딩(epoxy molding) 또는 쉴드 캔(shield can)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집적된 고주파 모듈의 구조를 보인 단면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주파 모듈에 있어

서, 적층형 기판(210)에 신호 전달을 위해 배치, 형성되는 연결부(220)와, 상기 적층형 기판(210)에 분리되어 실장되는 송

신회로(230)와 수신회로(240)와, 그 송신회로(230)와 수신회로(240)를 외부와 접촉 차단하기 위한 캡(cap)(250)을 포함

하여 구성한다.

상기 적층형 기판(210)은 LTCC(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또는 FR-4(Flame Retardant composition 4)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상기 송신회로(230)와 수신회로(240)는 기저대역 처리 회로를 제외한 RF 처리 회로만으로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동작 및 작용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판(210)은 다층 레이어 기판으로 사용되고 있는 FR-4 기판을 사용하거나 세라믹 시트(ceramic sheet)가 적층된 LTCC

기판을 사용할 수 있다.

삭제

기판(210)은 LTCC를 사용하는 경우 FR-4 보다 유전율이 거의 2배 가량 높으므로 모듈 크기를 줄일 수 있어 보드의 크기

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드의 열전도가 양호하여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PAM(Power Amplifer Module)의 열을 효

율적으로 발산시킬 수 있어 단말기 자체의 온도를 줄이는 쿨링(cooling)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기판(210)은 도3의 예시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도3(a)는 리드 프

리 타입(lead free type), 도3(b)는 리드 타입(lead type), 도3(c)는 코넥터 타입(connector type)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기판(210)에는 칩을 표면 실장하기 위한 배선이 형성되며 송신회로(230)와 수신회로

(240)를 분리 실장할 수 있도록 배선이 형성된다.

삭제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RF 멀티칩 모듈(RF MCM : RF Multi-Chip Module)화는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판(210)은 LTCC라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송신회로(230)와 수신회로(240)가 베어 다이(bare die) 상태인 경우 기판(210) 상에 상기 송신회로(230)와 수신회

로(240)를 해당 배선 상에 위치시킨 후 와이어 본딩(wire-bonding)하여 실장시키게 된다.

또한, 송신회로(230)와 수신회로(240)가 기존의 모듈화된 상용 부품인 경우 상기 송신회로(230)와 수신회로(240)를 해당

배선 상에 각기 위치시킨 후 솔더링(solding)하여 실장시키게 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송신회로(230)와 수신회로(240)가 기판(210) 상에 실장되면 캡(cap)(250)을 씌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데, IC 패키지(package)와 같이 에폭시 몰딩하는 방법 또는 쉴드 캔(shield can)을 씌워 외부로부터의 불요

파 간섭, ESD, GND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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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단말기에 구비되는 RF 부분과 기저대역 부분 중 RF 부분만을 별도로 모듈화하는 것으로, 기

저대역 부분을 공용화한 후 기존에 주파수가 달라지는 경우 예로, K-PCS, CDMA, TriMode 등의 경우 별도로 설계된 RF

모듈만을 교체함으로써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해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통신기기에서 기저대역 부분을 공용화하고 고주파(RF) 모듈만을 하나의

칩으로 집적함으로써 주파수가 다른 지역에서 해당 주파수에 맞는 고주파 모듈로 교체하여 새로이 회로를 설계함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통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FR-4 기판이 아닌 적층 세라믹 기판인 LTCC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 LTCC 특성 상 열전도율 및 유전율이

높아 모듈 크기를 줄일 수 있어 보드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드의 발생 열을 발산시켜 단말기 자체 온도를

줄이는 쿨링(cooling)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층형 기판상에 신호전달을 위해 배치, 형성되어, 외부 모듈과의 연결을 위한 커넥터를 포함하는 연결부와;

상기 적층형 기판상에 분리되어 위치하며, 상기 연결부상에 베어 다이 또는 와어어 본딩되는 송신회로 및 수신회로와;

상기 송신회로 및 수신회로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캡(cap)을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고주파

모듈구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캡은 에폭시 몰딩(epoxy molding) 또는 쉴드 캔(shield can)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용 고주파 모듈 구조.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공용화되는 베이스밴드 처리부분과;

주파수에 따라 교체 가능하도록 하나 이상의 고주파(RF)소자들이 원 칩(one chip)으로 모듈화되는 멀티 칩 모듈을 포함하

며, 상기 멀티 칩 모듈은,

적층형 기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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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층형 기판상에 신호전달을 위해 배치되는 연결부와;

상기 적층형 기판상에 베어 다이(Bare die)상태로 와어어 본딩(Wire-bonding)되는 복수의 고주파 소자들과;;

상기 고주파 소자들을 외부와 차단하기 위한 캡(cap)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고주파 모듈구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칩 모듈은

lead free type, lead type 및 connector type중의 어느 하나의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고주파 모듈

구조.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다층으로 사용되는 FR-4 또는 세마믹 시트를 적층한 LTCC(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고주파 모듈구조.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캡은

에폭시 몰딩(epoxy Molding) 또는 쉴드 메탈(Shield metal)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고주파 모듈

구조.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각 고주파 소자들은

모듈화된 부품들로서 상기 기판상에 솔더링(Soldering)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용 고주파 모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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