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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력증폭기용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요약

다중-대역 전력증폭기용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는, 증폭기로부터 RF 신호들을 수신하는 입력단자와, 제1 주
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제1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1 경로와,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신호들을 제2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2 경로를 가지고 있다. 제1 경로는, 제1 주파수 대역 내에서 제1 
출력단자 및 입력단자의 임피이던스를 매칭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를 포함하며, 제2 경로는, 제2 주파
수 대역 내에서 제2 출력단자 및 입력단자의 임피이던스를 매칭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를 포함한다. 제
1 경로는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를 차단하는 회로를 포함하고; 제2 경로는,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차단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다중대역 전력증폭기는, 다중 전력증폭기에 대해 임피이던스 매
칭회로와 연결된 다중-대역 증폭기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도

도1

색인어

전력증폭기,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제1 경로, 제2 경로, 다중대역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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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전력증폭기(power  amplifier)용  임피이던스  (impedance)  매칭회로(matching 
circuit)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다중대역 전력증폭기용 임피이던스 매칭회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미합중국에  있어서,  셀룰라(cellular)  운영  허가증은,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 의한, 나라를 지리적 서비스 시장들로 분할하는 허가계획에 준하여 주어진다. 두 개의 셀
룰라 허가증은 각 시장내 시스템들의 운영을 위해 주어진다. 이들 두 시스템은, 초기에 800 ㎒ 범위내의 
상이한 무선 주파수(RF) 블록(block)들로 할당되어 있었다. 증가하는 이동가입자 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FCC는 800 ㎒ 범위내의 추가적인 스펙트럼(spectrum) 블록들을 개방하였다.

이용 가능한 스펙트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셀룰라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공급을 앞질러 왔다. 
더욱이, 아날로그 기술의 사용은, 셀-분리(cell-splitting)와 같은 종래의 기술로 달성될 수 있는 용량 
증가(capacity gains)를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디지털 에어 인터페이스(digital air interface) 
규격들은, '개인 통신 서비스(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인 PCS 환경 하에서, 음성, 데이터, 팩
스 및 문자 메시지들의 효율적인 디지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최근, FCC는 PCS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는 1900 ㎒ 범위내의 스펙트럼을 경매하였다. 6개의 주파수 대역
들은, 셀룰라 시스템들에 의해 이용된 800 ㎒ 범위에 대한 채널 배치와 유사한 방법으로, 각 채널을 30 
㎑ 간격의 이중채널들로 분할하여 1900 ㎒ 범위 내에서 지정되어 왔다.

운영중인 PCS 시스템들은 현재 미합중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반면에, 셀룰라 시스템들은 계속해
서 운영 중에 있으므로, 많은 시장에 있어서, 현재 800 ㎒ 범위에서는 셀룰라 시스템이 운영중이고, 1900 
㎒ 범위에서는 PCS 시스템이 운영중이다. 이들 두 타입의 시스템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이동가입
자들은, 셀룰라 대역 및 PCS 대역, 각각에서 운영할 수 있는 두 개의 상이한 이동 송/수신기들을 사용하
거나, 또는 바람직하게는 두 대역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단일(single) '이중 대역' 이동 송/수신기를 사
용해야 한다. 더욱이, 개인 위성 통신(personal satellite communication)의 출현으로, 미래에는, 이동가
입자가 상이한 주파수 대역들을 사용하여 3개 이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 받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중 대역 송/수신기와 같은 다중-대역 이동 송/수신기 설계에 대한 한가지 접근은, 셀룰라 대역 및 PCS 
대역 각각으로 완전히 분리된 무선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은 이동 송/수신기의 크
기와 단가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중 대역 이동 송/수신기의 크기 및 단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셀룰라 대
역에서 운영하기 위해 사용된 하드웨어만큼은 PCS 대역에서의 운영을 위해 재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셀룰라 대역 및 PCS 대역내의 RF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2중 대역 송/수신기내에 하나의 증폭기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분리된 증폭기 체인(chain)이 요구되는데, 이는 비용
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증폭기만이 사용되면 문제가 있다. 상기 증폭기가 효과적인 전력증폭기로서 작용하기 
위해, 증폭기의 출력 임피이던스는 전송에 앞서 안테나의 임피이던스와 전력 매칭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가지 해결방법은, 출력단에서 분리되어 스위칭되는 하이-패스(high-pass)  및 로-패스(low-pass) 
매칭회로망을 증폭기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스위치는 고 전력의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
는 크고 비싼 스위치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해결책은, 두 개의 요구된 주파수 대역을 커버하고 송신 대역에서 최대치를 가지는 광대역 전력 매
칭회로망(broadband power matching network)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구성은 요구된 매칭 주파
수들이 한 옥타브(octave) 이상 상이하고 각 대역내의 요구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좁을 경우,  대역폭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공지된 화노(Fano)의 리미트(limit)는, 리엑턴스 요소(reactive element)(즉, 트
랜지스터의 드레인(drain)-소오스(source)간 커패시턴스 (capacitance)와 같은)가 존재할 때 광대역 매칭
에 있어 물리적 제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중-대역 전력증폭기에 있어서 전력 매칭을 제공하는 개선된 전력 매칭회로에 대한 기술이 필요
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다중-대역 전력증폭기용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으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다중-대역 전력증폭기용 임피이
던스 매칭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넣은 범위의 주파수에 걸쳐 양호한 매칭을 제공하는 다중-대역 전력증폭기용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전술한 목적들은, 다중-대역 전력증폭기용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로 달성된다. 상기 매칭회로는, 증폭기로
부터 RF 신호를 수신하는 입력단자와,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제1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1 경
로와,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를 제2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2 경로를 가지고 있다. 
제1 경로는, 제1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 제1 출력단자 및 입력단자의 임피이던스를 매칭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를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제2 경로는, 제2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 제2 출력단자 및 입력단자의 
임피이던스를 매칭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경로는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
들을 차단하는 회로를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제2 경로는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차단하는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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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가지 양상은, 제1 경로에 있어서의 적어도 하나의 리엑턴스 회로 소자가 
제2 경로의 임피이던스 매칭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제2 경로에 있어서의 적어도 하나의 리엑턴스 회로 
소자가 제1 경로의 임피이던스 매칭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는, 다중 대역 증폭기와 연결하여 향상된 전력증폭기를 제공할 수 있다.

특징 및 그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본 발명의 목적들과 다른 목적들이, 동일 요소에 대해 동일 참조부호로 
언급한 첨부도면에 따른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 회로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 회로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 회로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 회로도.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가 나와 있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고, 도시된 특정 실시예에 제한을 두어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오히
려, 바람직한 실시예를 제공함으로써, 공개를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하고, 그 기술분야의 숙련자에게 본 
발명의 범위를 완벽하게 전달할 것이다.

도 1을 참조하여 보면, 다중-대역 전력증폭기용 매칭회로(100)를 갖춘 전력증폭기(175)가 블록도 형태로 
나와있다. 무선 주파수(RF) 신호들은 RF 입력단자(110)에서 다중-대역 증폭기(120)로의 입력 값이다. 증
폭기(120)는 RF 신호를 증폭하여, 그 증폭된 RF 신호를 단자(125)에서 전력 매칭회로(100)로 출력한다.

도 1에 나온 실시예에 있어서, 증폭된 RF 신호들은 3개의 주파수 대역들 중 하나로 흘러들 수 있다. 그러
나, 3개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RF 신호들을 증폭할 수 있는 전력증폭기와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 
본 발명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명백하다.

제1 주파수 대역으로 흘러드는 RF 신호는, 필터(filter)/매치(match) 회로(130)에 의해 단자(135)에서 멀
티플렉서(multiplexer)(160)로 전달될 것이다. 또한, 제2 주파수 대역으로 흘러드는 RF 신호는, 필터/매
치 회로(140)에 의해 단자(145)에서 멀티플렉서(160)로 전달될 것이고, 제3 주파수 대역으로 흘러드는 RF 
신호는, 필터/매치 회로(150)에 의해 단자(155)에서 멀티플렉서(160)로 전달될 것이다.

필터/매치 회로(130)는, 제2 및 제3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차단하는 반면에, 제1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에 대해서 임피이던스 매칭을 제공한다. 또한, 필터/매치 회로(140)는, 제1 및 제3 주파수 대역내
의 RF 신호들을 차단하는 반면에, 제2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에 대해서 임피이던스 매칭을 제공한다. 또
한, 필터/매치 회로(150)는, 제1 및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차단하는 반면에, 제3 주파수 대역
내의 신호들에 대해서 임피이던스 매치를 제공한다.

도 2는, 800 ㎒(셀룰라 또는 AMPS) 범위 및 1900 ㎒(PCS) 범위내의 RF 신호들을 증폭하는 전력증폭기의 
경우에 있어서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예시하고 있다. 다이플렉스 전력 매칭회로(diplex power matching 
circuit)(200)는, AMPS 대역내의 RF 신호를 출력단자(215)로 전송하기 위한 제1 경로(210)와 PCS 대역내
의 RF 신호들을 출력단자(225)로 전송하기 위한 제2 경로(220)를 가지고 있다.

경로(210)는, 코일(L1) 및 콘덴서(C1)를 포함하는 병렬 공진회로(230)를 포함하고 있다. 코일(L1) 및 콘
덴서(C1)의 회로 값(circuit value)들은, 병렬 공진회로(230)가 실질적으로 PCS 전송 대역내의 RF 신호들
에 대해 병렬 공진 개방회로(parallel resonant open circuit)를 제공하도록, 선택됨으로써, PCS 대역내
의 어떤 RF 에너지도 출력단자(215)로 전송되지 않을 것이다.  PCS 대역 주파수들에 대해 회로(230)로 제
공된 공진 개방회로는, 단자(215)에 연결된 부하가 경로(220)의 PCS 대역 매칭회로에 의해 단자(125)에 
제공된 임피이던스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장한다. 본질적으로, 회로(230)는 PCS 전송 대역내 또는 부근
의 미리 정해진 주파수에 있어서의 밴드스톱 널(bandstop null)을 경로(210)에 제공한다. 대부분의 장치
에 있어서, 밴드스톱 널은, 설계 사항에 따라 PCS 전송 대역내 주파수의 약 20%내 주파수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AMPS 대역에 있어서, 회로(230)는 실질적으로 직렬 인덕턴스(inductance) 역할을 한다. 콘덴서들(C4 및 
C5)에 의해 제공된 커패시턴스(capacitance)와 연결된 이 직렬 인덕턴스는, AMPS 대역 주파수에 있어서의 
요구된  전력  부하에  50  Ohm의  임피이던스  매칭을  제공하도록  로패스  매칭  회로망(low  pass  matching 
network)을 제공한다.

경로(220)에 있어서, 코일(L2) 및 콘덴서(C2)는 실질적으로 AMPS 전송 대역 주파수들에 대해 단락 회로를 
제공하는 직렬 공진회로를 형성한다. 이는, AMPS  대역 전송 주파수들에게 높은 반사를 제공하여, 어떤 
AMPS 대역 에너지도 출력단자(225)로 전송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단자(225)에 접속된 부하가, 경
로(210)내의 AMPS 대역 매칭회로에 의해 단자(125)에 존재하는 임피이던스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장한
다.

AMPS 대역에 있어서, 코일(L2) 및 콘덴서(C2)로 형성된 공진회로는 콘덴서(C6)에 접지함으로써, 콘덴서
(C6)는 콘덴서(C4)에 병렬 커패시턴스를 제공하도록 AMPS 대역에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경로(210)의 로
패스 매칭에 기여한다. 이때, 본질적으로, 코일(L2) 및 콘덴서(C2)는 AMPS 전송대역내 또는 부근의 미리 
지정된 주파수에 있어서의 밴드스톱 널을 경로(C2)에 제공한다. 대부분의 장치에 있어서, 밴드스톱 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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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사항에 따라 AMPS 전송 대역내 주파수의 약 20%내 주파수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PCS 대역에 있어서, 코일(L2) 및 콘덴서(C2)로 형성된 공진회로는 접지로의 션트 코일(shunt inductor) 
역할을 한다. 직렬연결 된 콘덴서들(C6, C7)과 함께 이 션트 코일은, PCS 대역 주파수에 있어서의 요구 
전력 부하에 50 Ohm 임피이던스 매칭을 제공하는 하이패스 매칭회로망을 형성한다. 

콘덴서(C3) 및 코일(L3)로 형성된 회로는, AMPS 전송 대역 주파수의 제2 고조파(second harmonic)에서 직
렬 공진한다. AMPS 대역 전송 주파수의 제2 고조파에 대해 단지 리엑턴스(즉, 비-저항성) 부하를 보임으
로써, 경로(220)는, 증폭 효율을 저하시킴 없이, AMPS 대역 주파수 제2 고조파에 대한 최대 반사를 제공
한다. 이는, 고조파 에너지 레벨에 대한 FCC 규정의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경로(220)를 통한 안테나로의 
제2 고조파 에너지 누설을 방지한다. 

코일(L3)  및  콘덴서(C3)로  되어  있는  회로는,  AMPS  대역에  있어서의  접지에  대한  션트  콘덴서(shunt 
capacitor) 역할을 함으로써, AMPS 모드에 있어서, 코일(L3) 및 콘덴서(C3)는 콘덴서(C4)에 병렬 커패시
턴스를 제공한다. 코일(L3) 및 콘덴서(C3)의 회로 값은, PCS 대역내의 신호들에 대한 충돌(impact)을 최
소화하도록 선택되어 최대로 활용된다. 즉, L3 및 C3 값은 PCS 대역에 있어서의 삽입손실을 최소화시키도
록 선택된다.

도 3에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예시하고 있다. 경로(310)는 도 2에 도시된 경로(210)와 동일하다. 경
로(320)는, 실질적으로 직렬 콘덴서(C7)가 직렬 코일(L4) 및 션트 콘덴서(C8)의 결합으로 대체되는 것을 
제외하고, 도 2에 나온 경로(220)와 유사하다. 이를 행함에 있어서, PCS 대역 매치(match)의 마지막 세그
먼트(segment)는, 하이패스 구조로부터 로패스 구조로 변경되었다. 코일(L2) 및 콘덴서(C2)로 형성된 직
렬 공진회로의 작용과, 코일(L3) 및 콘덴서(C3)로 형성된 '제2 고조파 트랩(trap)'의 작용은, 도 2와 관
련한 이전의 설명과 동일하다.

도 4에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가 예시되어 있다. 경로(410)는 도 2에 나온 경로(210)와 동일하다. 경로
(420)는, 코일(L5) 및 콘덴서(C10)로 구성되는 션트 회로(440)와, 코일(L9) 및 콘덴서(C9)로 형성된 병렬 
공진회로(430)를  포함한다.  회로(430)는,  실질적으로  병렬  공진  개방회로(parallel  resonant  open 
circuit)를 제공함으로써, AMPS 전송 대역내의 RF 에너지에 대해 높은 반사를 제공한다. 이는, 어떤 AMPS 
대역 에너지도 출력단자(225)로 전송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단자(225)에 연결된 부하가 경로(41
0)내의 AMPS 대역 매칭회로에 의해 단자(125)에 제공된 임피이던스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보장한다. PCS 
대역에 있어서, 회로(430)는 직렬 콘덴서로서 역할을 한다.

코일(L5) 및 콘덴서(C10)의 직렬 결합은, 특정 공진 주파수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PCS 전송 
대역 주파수에 있어서 DC 차단 콘덴서를 가진 션트 코일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회로(430)의 '직렬 
콘덴서'와 연결된 이 '션트 코일'은, PCS 대역내의 단자(225)에 50 Ohm 임피이던스 매칭을 제공하는 하이
패스 구조를 나오게 하였다.

[적절한 소자 값이 이용될 수 있으면, 코일(L5) 및 콘덴서(C10)의 직렬 결합에 있어서의 공진주파수는, 
AMPS 전송 대역 주파수에 대한 추가적인 반사를 제공하도록 선택될 수 있는 한편, 이와 동시에 PCS 전송 
대역 주파수에 있어서 요구된 량의 션트 인덕턴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 차려야 한다.]

더욱이, 코일(L3) 및 콘덴서(C3)로 형성된 직렬 공진회로는, 도 2에 있어서의 제2 고조파 트랩에 대한 설
명과 동일한 작용을 가진 '제2 고조파 트랩'으로서 작용한다.

여기에서 설명될 마지막 실시예는 도 5에 나와 있다. 경로(510)는 도 2에 나온 경로(210)와 동일하다. 경
로(520)는, 코일(L5) 및 콘덴서(C10)의 (접지로의)직렬 결합이 직렬 코일(L6) 및 션트 콘덴서(C11)의 결
합으로 대치됨을 제외하고, 도 4에 나온 경로(420)와 실제로 유사하다. 이를 행함에 있어, PCS 대역 매치
의 마지막 세그먼트는 하이패스 구조로부터 로패스 구조로 변경된다. 코일(L9) 및 콘덴서(C9)로 형성된 
병렬 공진회로의 작용과, 코일(L3) 및 콘덴서(C3)로 형성된 '제2 고조파 트랩'의 작용 모두는 도 4와 관
련한 이전의 설명과 동일하다.

시분할 다중 접속(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이중 대역 이동 
송/수신기에 있어서는, 고주파수 출력 경로에 이미 포함된 스위치가 존재하여도 좋다. 이 경우에 있어서
는, 상기 스위치가 AMPS 대역 고조파들을 반사하기 때문에, 콘덴서(C3) 및 코일(L3)은 생략되어도 된다.

본 발명은, 각 전송 경로 내에 제2 밴드스톱 필터를 포함함으로써, 두 주파수 대역 이상에 대해 전력 매
치를 제공하도록 손쉽게 연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설명하였으나, 그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본 발명이, 여기에 설명되
고 예시된 특정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도시되고 설명된 것 외의 상
이한 실시예 및 변형예 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 및 수정된 그리고 동등한 장치들은, 본 발명의 요지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전술한 상세 설명 및 도면에 의해서 분명해 지거나 또는 적절히 제안될 것이다. 이
에 따라, 본 발명을 첨부된 청구범위의 사상과 범위에 의해서 단지 제한하려고 한다.

다중-대역 전력증폭기에 대한 다이플렉스 전력 매칭이 공개되어 있다. 전력 매칭회로는, 특히 이중 대역 
이동 송/수신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제1 주파수 대역 및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수신하는 입력단자, 제1 출력단자, 및 제2 
출력단자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1 경로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2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2 경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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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이던스 매칭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가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함과 아
울러,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상기 입력단자 및 상기 제1 출력단자 사이에서 임피
이던스를 매칭하는 제1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차단수단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미리 정해진 주파수에서의 RF 신호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방회로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병렬 공진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
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병렬 공진회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직렬 인덕턴스로 작
용하도록 동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차단 수단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미리 정해진 주파수에서의 RF 신호들
에 대해 실질적으로 단락회로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직렬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
스 매칭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회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션트 인덕턴스의 역할을 
하도록 동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한 임피이던스 매칭에 기여
하는 리엑턴스 소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경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한 임피이던스 매칭에 기여
하는 리엑턴스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한 임피이던스 매칭에 기여
하는 리엑턴스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또는 제2 주파수 대역들 중 한 대역내 RF 신호들의 제2 고조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된 고조파 트랩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로패스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경로는 하이패스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고조파 트랩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 RF 신호들의 제2 고조파를 반사시킴과 아
울러,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삽입 손실을 최소화시키도록 선택된 특정 임피이던스를 가지는, 콘덴서 
및 코일로 구성된 션트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된 제1 션트 콘덴서와, 상기 제1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2 션트 콘덴
서를 더 포함하는데; 상기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제1 및 제2 션트 콘덴서들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
회로.

청구항 14 

제2항에 있어서, 콘덴서 및 코일로 구성되고 상기 제1 출력단자에 연결된 션트 회로를 더 포함하는데; 상
기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션트 회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경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이 상기 제2 출력단자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2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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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차단 수단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이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에 대해 개방 회로를 제공하도록 
선택되는 병렬 공진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차단 수단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이 상기 제
2 출력단자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에 대해 단락 회
로를 제공하도록 선택되는 직렬 공진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차단 수단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이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에 대해 개방회로를 제공하도록 선택되는 병
렬 공진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차단 수단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이 상기 제2 출력단자
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방회로를 제
공하도록 선택되는 병렬 공진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차단 수단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이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단락회로를 제공하도록 
선택되는 직렬 공진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차단 수단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이 상기 제
2 출력단자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방회
로를 제공하도록 선택되는 병렬 공진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대역 통과 필터 회로망을 제공하도록 선택되는 직렬 코일 및 션트 콘
덴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20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경로는 로패스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21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공진회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션트 커패시턴스의 
역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22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차단 수단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신호들에 대해 개방회로를 제공하도
록 선택된 병렬 공진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2 경로는, 상기 션트 회로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에 대해 션트 인덕턴스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된 임피이던스를 가지는 션트 회로를 포함하는데: 

상기 병렬 공진회로 및 상기 션트 회로는,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하여 하이패스 임피
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2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파수 범위는 AMPS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2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파수 범위는 PCS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
칭회로.

청구항 25 

제1 주파수 대역 및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수신하는 입력단자, 제1 출력단자, 및 제2 출력단
자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1 경로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2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2 경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임
피이던스 매칭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실제로,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개방회로를 제공하고,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직렬 인덕턴스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되는 제1 션트 콘덴서와,

상기 제1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2 션트 콘덴서를 포함하는데;

상기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제1 및 제2 션트 콘덴서들은, 상기 제1 주파수 범위내의 RF 신호들에 대해서 
로패스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며,

상기 제2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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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되는 제1 직렬 콘덴서와,

상기 제2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2 직렬 콘덴서와,

실질적으로,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단락회로를 제공하고,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
의 RF 신호들에 대해 션트 인덕턴스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며, 상기 제1 직렬 콘덴서와 제2 직렬 콘덴서 사
이에 연결되는 션트 직렬 공진회로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1 및 제2 직렬 콘덴서들, 상기 제1 션트 콘덴서 및 상기 션트 직렬 공진회로는, 상기 제2 주파수 
범위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하이패스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고 있으며,

상기 제1 직렬 콘덴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상기 로패스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망의 임피이던스 매칭에 실시 가능하게 기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26 

제1 주파수 대역 및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수신하는 입력단자, 제1 출력단자, 및 제2 출력단
자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1 경로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2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2 경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임
피이던스 매칭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실질적으로,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개방회로를 제공하고,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
의 RF 신호들에 대해 직렬 인덕턴스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되는 제1 션트 콘덴서와,

상기 제1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2 션트 콘덴서를 포함하는데;

상기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제1 및 제2 션트 콘덴서들은, 상기 제1 주파수 범위내의 RF 신호들에 대해서 
로패스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며,

상기 제2 경로는,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되는 제1 직렬 콘덴서와,

상기 제2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3 션트 콘덴서와,

상기 제2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1 직렬 코일과,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단락회로를 제공하고,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
에 대해 션트 인덕턴스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며, 상기 제1 직렬 콘덴서와 제1 직렬 코일 사이에 연결되는 
션트 직렬 공진회로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1 직렬 콘덴서, 상기 제1 및 제3 션트 콘덴서들, 상기 제1 직렬 코일 및 상기 션트 직렬 공진회로
는, 상기 제2 주파수 범위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고 있으
며,

상기 제1 직렬 콘덴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상기 로패스 매칭회로망의 임피이
던스 매칭에 실시 가능하게 기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27 

제1 주파수 대역 및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수신하는 입력단자, 제1 출력단자, 및 제2 출력단
자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1 경로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2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2 경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임
피이던스 매칭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실질적으로,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개방회로를 나타내고,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
의 RF 신호들에 대해 직렬 인덕턴스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되는 제1 션트 콘덴서와,

상기 제1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2 션트 콘덴서를 포함하는데;

상기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제1 및 제2 션트 콘덴서들은, 상기 제1 주파수 범위내의 RF 신호들에 대해서 
로패스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며,

상기 제2 경로는,

실질적으로,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개방회로를 제공하고,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
의 RF 신호들에 대해 직렬 커패시턴스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제2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코일 및 콘덴서를 포함하는 션트 회로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1 션트 콘덴서, 상기 션트 회로 및 상기 병렬 공진회로는,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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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청구항 28 

제1 주파수 대역 및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수신하는 입력단자, 제1 출력단자, 및 제2 출력단
자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1 경로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2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2 경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임
피이던스 매칭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실질적으로,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개방회로를 제공하고,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
의 RF 신호들에 대해 직렬 인덕턴스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되는 제1 션트 콘덴서와,

상기 제1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2 션트 콘덴서를 포함하는데;

상기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제1 및 제2 션트 콘덴서들은, 상기 제1 주파수 범위내의 RF 신호들에 대해서 
로패스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며;

상기 제2 경로는,

실질적으로,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개방회로를 제공하고,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
의 RF 신호들에 대해 직렬 커패시턴스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병렬 공진회로에 연결되는 직렬 코일 및 상기 제2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션트 콘덴서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1 및 제3 션트 콘덴서, 상기 직렬 코일 및 상기 병렬 공진회로는,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이던스 매칭회
로.

청구항 29 

출력단자를 가지는 증폭기와;

적어도, 제1 주파수 대역 및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수신하는 입력단자, 제1 출력단자, 및 제2 
출력단자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1 경로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2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2 경로로 이루어진 임피이던스 매칭회
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력증폭기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이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함과 
아울러,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상기 입력단자 및 상기 제1 출력단자 사이에서 임
피이던스를 매칭하는 제1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증폭기.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차단 수단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 주파수의 약 20%내 미리 정해진 주파수
의 RF 신호들에 대해 개방회로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병렬 공진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력증폭기.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차단 수단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 주파수의 약 20%내 미리 정해진 주파수
의 RF 신호들에 대해 단락회로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직렬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증
폭기.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경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한 임피이던스 매칭에 기여
하는 리엑턴스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증폭기.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한 임피이던스 매칭에 기여
하는 리엑턴스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증폭기.

청구항 34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또는 제2 주파수 대역들 중 한 대역내 RF 신호들의 제2 고조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된 고조파 트랩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증폭기.

청구항 35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된 제1 션트 콘덴서와, 상기 제1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2 션트 콘
덴서를 더 포함하는데; 상기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제1 및 제2 션트 콘덴서들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
의 RF 신호들에 대해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증폭기.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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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항에 있어서, 콘덴서 및 코일로 구성되고, 상기 제1 출력단자에 연결된 션트 회로를 더 포함하는데; 
상기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션트 회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임피이던스 매칭회
로망을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증폭기.

청구항 37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경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이 상기 제2 출력단자로 전송되
는 것을 차단하는 제2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증폭기.

청구항 38 

출력단자를 가지는 증폭기와;

제1 주파수 대역 및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해 상기 증폭기 출력단자에 연결된 입
력단자, 제1 출력단자, 및 제2 출력단자와,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1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1 경로와,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을 상기 제2 출력단자로 전송하는 제2 경로로 
이루어진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력증폭기에 있어서:

상기 제1 경로는,

실질적으로,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개방 회로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기 제1 주파
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직렬 인덕턴스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는 병렬 공진회로와,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된 제1 션트 콘덴서와,

상기 제1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2 션트 콘덴서를 포함하는데;

상기 병렬 공진 회로와, 상기 제1 및 제2 션트 콘덴서들은, 상기 제1 주파수 범위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서 로패스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를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며,

상기 제2 경로는,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된 제1 직렬 콘덴서와,

상기 제2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2 직렬 콘덴서와,

실질적으로,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단락회로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기 제2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션트 인덕턴스를 제공하도록 동조되며, 상기 제1 및 제2 직렬 콘덴서들 사이
에 결합되는 션트 직렬 공진회로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1 및 제2 직렬 콘덴서들, 상기 제1 션트 콘덴서 및 상기 션트 직렬 공진회로는, 상기 제2 주파수 
범위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하이패스 임피이던스 매칭회로를 실시 가능하게 형성하고,

상기 제1 직렬 콘덴서는, 상기 제1 주파수 대역내의 RF 신호들에 대해 상기 로패스 임피이던스 매칭회로
망의 임피이던스 매칭에 실시 가능하게 기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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