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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블루투스와 무선랜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안테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및 방

법

(57) 요약

본 발명은 블루투스와 무선랜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안테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과, 상기 무선랜과 블루투스의 통신 유무에 따라 소정 신호를 발생하는 무선랜 및 블루

투스의 기저대역부와, 상기 무선랜과 블루투스의 통신 유무를 나타내는 소정신호를 인가 받아 상기 무선랜만 통신 중이면,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이 상기 무선랜에 연결되도록 스위칭하고, 상기 블루투스만 통신 중이면, 상기 적어도 두 개

의 안테나들이 상기 블루투스에 연결되도록 스위칭하는 스위치를 포함하여, 상기 두 시스템의 안테나를 공유하여 상기 사

용되는 안테나 이 외의 다수의 안테나를 실장 시키지 않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현하여 상기 두 시스템의 수신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적어도 두 개의 통신모듈들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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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모듈들 각각에 포함되는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과,

상기 통신모듈들 각각에 포함되어 해당 통신모듈이 통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하는 기저대역

처리부들과,

상기 기저대역 처리부들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신호를 확인하여 제 1 통신모듈만 통신 중일 경우,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안

테나들을 상기 제 1 통신모듈로 연결되도록 스위칭하고, 제 2 통신모듈만 통신 중일 경우,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을

상기 제 2 통신모듈로 연결되도록 스위칭하는 스위치를 포함하여,

상기 통신모듈들 중 일부의 통신모듈만 통신 중일 경우, 안테나 다이버시티(Diversity)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있어서,

상기 무선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 각각에 포함되는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과,

상기 무선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이 통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하는 무선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의 기저대역 처리부들과,

상기 기저대역 처리부들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신호를 확인하여 상기 무선랜 모듈만 통신 중일 경우, 상기 안테나들을 상기

무선랜 모듈로 연결되도록 스위칭하고, 상기 블루투스 모듈만 통신 중일 경우, 상기 안테나들을 상기 블루투스 모듈로 연

결되도록 스위칭하는 스위치를 포함하여,

상기 무선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 중 어느 하나만 통신 중일 경우, 안테나 다이버시티(Diversity)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는, 4×2 스위치 하나 또는 2×1 스위치 두 개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은, 2.4㎓의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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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위치는,

상기 무선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이 동시에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무선랜 모듈에 포함되는 안테나는 상기 무선랜

모듈로 연결되도록 스위칭하고, 상기 블루투스 모듈에 포함되는 안테나는 상기 블루투스 모듈로 연결되도록 스위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적어도 두 개의 통신모듈들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기 위

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신모듈들 중 제 1 통신모듈만 통신할 경우, 상기 제 1 통신모듈 이외의 다른 통신모듈들에 포함되는 안테나들을 상

기 제 1 통신모듈로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통신모듈들 중 제 2 통신모듈만 통신할 경우, 상기 제 2 통신모듈 이외의 통신모듈들에 포함되는 안테나들을 상기 제

2 통신모듈로 연결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상기 통신모듈들 중 일부의 통신모듈만 통신 중일 경우,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랜 모듈만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무선랜 모듈에 포함되는 제 1 안테나와 상기 블루투스 모듈에 포함되는

제 2 안테나를 상기 무선랜 모듈로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블루투스 모듈만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제 1 안테나와 제 2 안테나를 상기 블루투스 모듈로 연결하는 과정을 포

함하여,

상기 무선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 중 어느 하나만 통신 중일 경우,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이 동시에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제 1 안테나는 상기 무선랜 모듈로 연결하고, 상

기 제 2 안테나는 상기 블루투스 모듈로 연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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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블루투스와 무선랜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블루투스와 무선랜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현하여 시스템의 수신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단말기의 휴대의 편리성 때문에 사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사용이 급격

히 늘면서 서비스제공자(단말기제조자)들은 더욱 많은 사용자들은 확보하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갖는 단말

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종래 기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는 주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이하 CDMA라 칭함),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 이하 PCS라 칭함)등의 WWAN(Wireless Wide Area Network : 이하 WWAN이라 칭함)만을

지원하였다. 최근 들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a/b/g, 블루투스(Blue tooth), 지그비(Zigbee)등의 다양한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 이하 무선랜이라 칭함),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등의 시스템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추

가되는 추세이다.

상기 무선랜은 데이터 송수신을 전파(RF : Radio Frequency)나 빛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 방식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동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확장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더욱이 IEEE 802.11의 경우, 2.4GHz 주파수 대역에서 11Mbps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상기 블루투스는 좁은 범위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휴대용 PC, 휴대폰을 비롯한 장치들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주는

규격으로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각종 디지털 장비간에 물리적인 케이블 없이 음성과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준다. 더욱

이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 1Mbps에 최대 전송거리 10m의 무선데이터통신을 하며 2.4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무선랜(WLAN)과 블루투스를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블록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블루투스와 무선랜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기(100)는 WWAN 안테나(101), CDMA 모듈(107), 제어

부(109), 메모리(111)와 무선랜 안테나(103), 무선랜(113), 및 블루투스 안테나(105), 블루투스(115)로 구성된다. 이하,

CDMA모듈(107)은, 제 1세대 아날로그 통신, 제 2세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제 2.5세대 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제 3세대 CDMA2000(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을 모두 포함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제어부(109)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상기 CDMA 모

듈(107), 무선랜(113), 블루투스(115)에서 제공되는 음성 및 데이터정보를 처리 및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메모리(111)는 미 도시되었지만, 롬(ROM : Read Only Memory), 램(RAM : Random Access Memory), 플래쉬롬

(flash ROM)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기 롬은, 상기 제어부(109)의 처리 및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이크로코드와 각종

참조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램은 상기 제어부(109)의 워킹 메모리(working memory)로, 각종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발생

하는 일시적인 데이터를 저장한다. 또한, 상기 플래쉬롬은 전화번호부(phone book), 발신메시지 및 수신메시지와 같은 갱

신 가능한 각종 보관용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WWAN 안테나(101)는 CDMA의 경우 869MHz~894MHz 대역, PCS의 경우 1930MHz~1990MHz 대역의 무선신

호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CDMA 모듈(107)은 상기 WWAN 안테나(101)를 통해 송수신되는 무선신호를

CDMA 규격( 예 : IS-95 등)에 따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상기 WWAN 안테나(101)를 통해 무선신호 수신 시, 상기 무선신호를 주파수 하강시켜 기저대역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역확산 및 채널복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송신 시, 송신할 데이터를 확산 및 채널코딩을 수행한

후 주파수 상승시켜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WWAN 안테나(101)를 통해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무선랜 안테나(103)는 IEEE 802.11b의 경우 AP(Access Point)와 2.4㎓ 대역의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상기 무선랜(113)은 수신인 경우, 상기 무선랜 안테나(103)를 통해 수신되는 무선신호를 주파수 하강시켜 기저대

역신호로 변환한 후, 저역 통과 필터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

(109)에 제공한다. 송신인 경우, 전송한 데이터를 변조하여 무선랜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통해 기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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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킨 다음 주파수 상승시켜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무선랜 안테나(103)을 통해 송신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상기 무선랜 모듈(113)은 송신이 동작하면 수신은 동작하지 않고, 반대로 상기 수신이 동작할 경우 상기 송신

이 동작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상기 블루투스 안테나(105)는 낮은 전송속도에 단거리 무선통신을 하기 위해 1Mbps정도의 속도로 2.4㎓대역의 무선신호

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블루투스(115)는 수신 시 무선신호를 주파수 하강시켜 기저대역신호로 변환한 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어부(109)에 제공한다. 송신인 경우, 송신할 데이터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한 후 주파수

상승시켜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블루투스 안테나(105)를 통해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무선랜(113)과 상기 블루투스(115)는 독립적인 RF(Radio Frequency) 경로를 가지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또한 2.4㎓ 대역의 동일 ISM band(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band)를 사용하는 상기 두 시스템은 상호간의

공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 도시되었지만 상기 두 시스템(무선랜과 블루투스)의 기저대역부에서 서로 소정신호를 송수

신하여 상기 두 시스템간의 우선권에 따라 동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무선랜과 블루투스를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상기 무선랜과 상기

블루투스 중 하나의 시스템만 사용 할 경우, 다른 하나의 시스템의 RF안테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

다. 더욱이 상기 두 시스템(무선랜과 블루투스)의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적용할 경우, 상기 각각의 시

스템별로 다수의 안테나가 필요하므로 추가되는 안테나의 실장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랜과 블루투스를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상호 시스템간에 안테나를 공유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무선랜과 블루투스를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상호 시스템간에 안테나를 공유하여 안테나 다

이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견지에 따르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랜과 블루투스를 구비하는 이

동통신단말기에서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는,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과, 상기 무선랜과 블루투스의 통

신 유무에 따라 소정 신호를 발생하는 무선랜 및 블루투스의 기저대역부와, 상기 무선랜과 블루투스의 통신 유무를 나타내

는 소정신호를 인가 받아 상기 무선랜만 통신 중이면,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이 상기 무선랜에 연결되도록 스위칭

하고, 상기 블루투스만 통신 중이면,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이 상기 블루투스에 연결되도록 스위칭하는 스위치를

포함하여, 상기 무선랜과 블루투스 중 어느 하나만 통신 중일 경우,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견지에 따르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복수의 통신모드들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안테나 다이

버시티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는,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과, 상기 복수의 통신모드들의 통신 유무에 따라 소정 신호를 발

생하는 기저대역부와, 상기 복수의 통신모드들의 통신 유무를 나타내는 소정신호를 인가 받아 제 1통신모드만 통신 중이

면,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이 상기 제 1통신모드에 연결되도록 스위칭하고, 상기 제 2통신모드만 통신 중이면,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들이 상기 제 2통신모드에 연결되도록 스위칭하는 스위치를 포함하여, 상기 복수의 통신모드들 중

일부의 통신모드만 통신 중일 경우,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3견지에 따르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복수의 통신모드들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안테나 다이

버시티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복수의 통신모드들 중 제 1통신모드만 통신할 경우, 상기 제 1통신모드 이외의 통신

모드들의 안테나들을 상기 제 1통신모드와 연결되는 과정과, 상기 복수의 통신모드들 중 제 2통신모드만 통신할 경우, 상

기 제 2통신모드 이외의 통신모드들의 안테나들을 상기 제 2통신모드와 연결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상기 복수의 통신모드

들 중 일부의 통신모드만 통신 중일 경우,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4견지에 따르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랜과 블루투스를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안테나 다이

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무선랜만 통신 할 경우, 상기 무선랜 안테나는 제 1무선랜 RF(Radio Frequency)경

로와 연결되고, 상기 블루투스 안테나는 제 2무선랜 RF경로와 연결되는 과정과, 상기 블루투스만 통신 할 경우, 상기 무선

랜 안테나는 제 1 블루투스 RF경로와 연결되고, 상기 블루투스 안테나는 제 2블루투스 RF경로와 연결되는 과정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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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

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 된 경우 그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한다.

이하 본 발명은 무선랜과 블루투스를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상기 무선랜과 상기 블루투스 시스템의 안테나들을 사

용하여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하 설명은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상기 무선

랜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에 포함되는 안테나를 사용하여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현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통신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블루투스와 무선랜의 안테나들을 사용하여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블루투스와 무선랜의 안테나들을 사용하여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

기의 블록구성을 도시하고, 상기 도 3은 상기 도 2의 블루투스와 무선랜의 안테나들을 사용하여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

현하기 위한 안테나 스위치의 내부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블루투스와 무선랜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200)는 도시된 바와 같이 WWAN 안테나

(201), CDMA 모듈(207), 제어부(209), 메모리(211)과 무선랜 안테나(203), 무선랜(213), 블루투스 안테나(205), 블루투

스(215), 안테나 스위치(217)로 구성된다. 이하, CDMA모듈(107)은, 제 1세대 아날로그 통신, 제 2세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제 2.5세대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제 3세대 CDMA2000(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을 모두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209)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음성통신 및 데이터통신을 위한 처리

및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메모리(211)는 미 도시되었지만, 롬(ROM : Read Only Memory), 램(RAM : Random Access Memory), 플래쉬롬

(flash ROM)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기 롬은, 상기 제어부(209)의 처리 및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이크로코드와 각종

참조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램은 상기 제어부(209)의 워킹 메모리(working memory)로, 각종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발생

하는 일시적인 데이터를 저장한다. 또한, 상기 플래쉬롬은 전화번호부(phone book), 발신메시지 및 수신메시지와 같은 갱

신 가능한 각종 보관용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WWAN 안테나(201)는 CDMA의 경우 869MHz~894MHz 대역, PCS의 경우 1930MHz~1990MHz 대역의 무선신

호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통화모듈(207)은 상기 WWAN 안테나(201)를 통해 송수신되는 무선신호를

CDMA 규격( 예 : IS-95 등)에 따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상기 WWAN 안테나(201)을 통해 무선신호 수신 시, 상기 무선신호를 주파수 하강시켜 기저대역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역확산 및 채널복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송신 시, 송신할 데이터를 확산 및 채널코딩을 수행한

후 주파수 상승시켜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WWAN 안테나(201)를 통해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무선랜 안테나(203)는 IEEE 802.11b의 경우 AP(Access Point)와 2.4㎓ 대역의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상기 무선랜(213)은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RF부(Radio Frequency unit)(301)와 기저대역처리부

(BaseBand : 이하 BB라 칭함)(303)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기 RF부(301)는 상기 무선랜 안테나(203) 및 블루투스 안테나

(205)를 통해 수신되는 무선신호를 주파수 하강시켜 상기 BB(303)로 제공하고, 상기 BB(303)로부터 제공되는 기저대역

신호를 주파수 상승시켜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무선랜 안테나(203) 및 블루투스 안테나(205)를 통해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BB(303)는 상기 RF부(301)와 상기 제어부(209)사이에 위치하여 기저대역신호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상기 RF부(301)로부터 기저대역신호가 제공되면, 저역 통과 필터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209)에 제공한다. 송신인 경우, 전송할 데이터, 즉,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를 통해 기저대역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상기 RF부(301)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블루투스(215)의

BB(305)단과 상기 두 시스템(블루투스와 무선랜)의 공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기 두 시스템(무선랜과 블루투스)이 통

신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하여 공존 신호 채널(309)을 통해 송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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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블루투스 안테나(205)는 낮은 전송속도에 단거리 무선통신을 하기 위해 1Mbps정도의 속도로 2.4㎓대역의 무선신호

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블루투스(215)는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RF부(Radio Frequency unit)(307)

와 기저대역처리부(BaseBand : 이하 BB라 칭함)(305)로 구성된다. 먼저 상기 RF부(307)는 상기 블루투스 안테나(205)

및 무선랜 안테나(203)를 통해 수신되는 무선신호를 주파수 하강시켜 상기 BB(305)로 제공하고, 상기 BB(305)로부터 제

공되는 기저대역신호를 주파수 상승시켜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블루투스 안테나(205) 및 무선랜 안테나(203)를 통해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BB(305)는 상기 RF부(307)와 상기 제어부(209)사이에 위치하여 기저대역신호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무선랜(213)의 BB(303)단과 상기 두 시스템(무선랜과 블루투스)이 통신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

하여 공존 신호 채널(309)을 통해 송수신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무선랜(213)과 상기 블루투스(215)는 독립적인 RF 경로를 가지는 시스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

기 두 시스템은 상호간의 공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기 무선랜(213)의 BB(303)와 상기 블루투스(215)의 BB(305)에서

상기 공존 신호 채널을 사용하여 상기 두 시스템이 동작 유무 즉, 통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2비트 신호를 사용

하여 송수신하여 상기 두 시스템간의 우선권에 따라 동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 예로, 상기 무선랜(213)이 동작할 경

우, 상기 무선랜(213)의 BB(303)는 '10'의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무선랜(213)이 동작을 안할 경우, '00'신호를 발생한다.

또한, 상기 블루투스(215)가 동작할 경우, 상기 블루투스(215)의 BB(305)는 '01'의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블루투스(215)

가 동작 안 할 경우, '00'신호를 발생한다.

또한, 상기 두 시스템의 동작유무를 나타내는 신호는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두 시스템 중 하나의 시스템만을 사용할 경우,

사용 안하는 다른 시스템의 안테나를 사용하기 위해 상기 안테나 스위치(217)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안테나 스위치(217)는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4×2 스위치 또는 2×1 스위치 두 개로 구성된다. 상기 공존 신

호 채널(309)에서 제공하는 상기 두 시스템의 동작 유무를 나타내는 신호를 제공받아 상기 두 시스템의 신호를 OR논리 연

산을 하여 상기 두 시스템의 안테나들을 상기 두 시스템의 RF 경로 중 알맞은 경로로 스위칭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 예로, 무선랜과 블루투스 중 사용자가 무선랜 서비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공존 신호 채널의 값이 '10'(무선랜의

신호 '10', 블루투스의 신호 '00')으로 설정되어, A 스위치에 의해 상기 무선랜 안테나(203)는 무선랜 RF PATH 1과 연결

되고, B 스위치에 의해 상기 블루투스 안테나(205)는 무선랜 RF PATH 2와 연결되어, 상기 무선랜(213)에 안테나 다이버

시티를 지원한다.

또한, 상기 사용자가 블루투스 서비스만을 사용할 경우, 상기 공존 신호 채널의 값이 '01'(무선랜의 신호 '00', 블루투스의

신호 '01')로 설정되어, 상기 A 스위치에 의해 상기 무선랜 안테나(203)는 블루투스 RF PATH 1과 연결되고, 상기 B 스위

치에 의해 상기 블루투스 안테나(205)는 블루투스 RF PATH 2와 연결되어, 상기 블루투스(215)에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지원한다.

만일, 상기 사용자가 상기 두 서비스를 동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공존 신호 채널이 '11'(무선랜의 신호 '10', 블루투

스의 신호 '01')로 설정되어 상기 무선랜 안테나(203)는 무선랜 RF PATH 1과 연결되고, 상기 블루투스 안테나(205)는 블

루투스 RF PATH 1과 연결된다.

상술한 실시 예는 상기 두 시스템의 기저대역처리부에서 상기 두 시스템의 동작 유무에 따른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안테나

스위치(217)를 제어하였다. 다른 실시 예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제어부(209)에서 상기 두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여

상기 안테나 스위치(217)를 제어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

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무선랜과 블루투스를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상기 두 시스템(무선랜과 블루투스)이 독립적인 RF

(Radio Frequency) 경로 구비하는 경우, 하나의 시스템만을 사용할 경우 다른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안테나를 사용하거

나, 하나의 시스템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상기 두 시스템의 안테나를 공유하여 상기 사용되는 안테나 이 외의 다수의 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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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실장 시키지 않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현하여 상기 두 시스템의 수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욱이 하나의 시스

템만 동작할 경우, 동작하지 않는 다른 시스템의 안테나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자원의 낭비가 되는 것을 상술한 바와 같

이 안테나를 공유함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 일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블루투스와 무선랜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블록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블루투스와 무선랜의 안테나들을 사용하여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기의

블록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및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블루투스와 무선랜의 안테나들을 사용하여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현한기 위한 안테나 스위치의

블록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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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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