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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주파수 보상 장치

요약

본 발명은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 더욱 상세하게는 시스템 클럭을 

공급하는 GPS 수신기의 이상이나 노드의 불량으로 인해 시스템 클럭의 출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체 보드를 통한

10MHz의 주파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

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에 의하면, 

GPS 수신기의 이상 발생시에도 10MHz의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GPS 수신기의 홀드 오

버 기능을 유지하여 안정된 시스템 클럭의 공급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보다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IMT-200 제어국 시스템, GPS 수신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 먹스, TSB 블록, PLL,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디지

털/아날로그 변환기, 오실레이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이동통신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주파수 제공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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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GPS 클럭 레벨 변환기 200 : 먹스

300 : TSB 블록 400 : PLL

500 :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600 : 메모리

700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800 : 오실레이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ＩＭＴ(Internationl Mobile Telecommunication; 이하 IMT라 칭함.)-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Glob

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라 칭함.)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시스템

클럭을 공급하는 GPS 수신기의 이상이나 노드의 불량으로 인해 시스템 클럭의 출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체 보드

를 통한 10MHz의 주파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

상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이동통신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주파수 제공 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GPS 위성으로부터 1PPS 기

준클럭을 수신받아 자체적으로 10MHz의 클럭을 생성하는 GPS 수신기로부터 4개의 GPS 클럭(GPSA10M+,-; GPS

B10M+,-; GPSAPPS+,-; GPSBPPS+,-)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4개의 GPS 클럭의 레벨을 변환시키는 GPS 클럭

레벨 변환기(1),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1)로부터 GPS 클럭(GPSA10M, GPSB10M, GPSAPPS, GPSBPPS)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SCGA10M, 및 SCGAPPS를 출력하는 먹스(2), 및 상기 먹스(2)로부터 SCGA10M, 

및 SCGAPPS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10MHz의 시스템 클럭을 제어국내 모든 보드로 출력하는 TSB 블록(

3)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이동통신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주파수 제공 장치를 사용하여 시스템 클럭을 공급할 

경우, GPS 수신기로부터 GPS 클럭이 절단되 면 이를 보상하지 못하고 교환기로부터 프레임 오프셋(Frame Off-set)

(8KHz)을 추출하여 TSB 블록에서 제너레이션하여 필요한 클럭군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하위단에서 자체 망동기

로 클럭 소스가 절체되어 사용됨에 따라 핸드 오프(Hand Off)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GPS 수신기의 

이상 발생시에도 10MHz의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해 줌으로써 안정된 시스템 클럭의 공급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보다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를 제공

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

는, GPS 위성으로부터 1PPS 기준클럭을 수신받아 자체적으로 10MHz의 클럭을 생성하는 GPS 수신기로부터 4개의 

GPS 클럭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4개의 GPS 클럭의 레벨을 변환시키는 GPS 클럭 레벨 변환기;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로부터 GPS 클럭을 입력받으면 그에 상응한 GPS10MPLD, OCXO10MPLD, GPS10M, 

및 GPSPPS를 출력하는 한편,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로부터 GPS 클럭을 입력받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SCGA1

0M, 및 SCGAPPS를 출력하는 먹스;

상기 먹스로부터 GPS10M, 및 GPSPPS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10MHz의 시스템 클럭을 제어국내 모든 

보드로 출력하는 한편, 상기 먹스로부터 SCGA10M, 및 SCGAPPS를 입력받으면 그에 상응한 10MHz의 시스템 클럭

을 제어국내 모든 보드로 출력하는 TSB 블록;

상기 먹스로부터 기준 주파수 클럭(GPS10MPLD), 및 비교 주파수 클럭(OCXO10MPLD)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기

준 주파수 클럭(GPS10MPLD)과 비교 주파수 클럭(OCXO10MPLD)을 비교한 후 그에 상응한 위상차를 전압값(PD_

OUT)으로 출력하는 PLL;

상기 PLL로부터 전압값(PD_OUT)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전압값(PD_OUT)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디지털 신호를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로부터 저장된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및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OCXO10M를 상기 먹스로 출

력하는 오실레이터(0CXO)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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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 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의 기능블

록도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는 GPS

클럭 레벨 변환기(100), 먹스(Muxer)(200), TSB(Transcode Selector Bank; 이하 TSB라 칭함.) 블록(300), PLL(P

hase Loop Lock; 이하 PLL이라 칭함.)(400),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nalog to Digital Converter)(500), 메모리(

Memory)(600),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igital to Analog Converter)(700), 오실레이터(0CXO)(80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100)는 GPS 위성으로부터 1PPS 기준클럭을 수신받아 자체적으로 10MHz의 클럭을 생

성하는 GPS 수신기로부터 4개의 GPS 클럭(GPSA10M+,-; GPSB10M+,-; GPSAPPS+,-; 및 GPSBPPS+,-)을 입

력받음과 동시에 그 4개의 GPS 클럭의 레벨을 변환시켜 상기 먹스(200)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상기 먹스(200)는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100)로부터 4개의 GPS 클럭(GPSA10M, GPSB10M, GPSAPP

S, 및 GPSBPPS)을 입력받으면 그에 상응한 GPS10MPLD, 및 OCXO10MPLD를 상기 PLL(400)에 출력하고, GPS1

0M, 및 GPSPPS를 상기 TSB 블록(300)으로 출력하는 한편,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100)로부터 4개의 GPS 클

럭(GPSA10M, GPSB10M, GPSAPPS, 및 GPSBPPS)을 입력받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SCGA10M, 및 SCGAPPS를 

상기 TSB 블록(300)으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상기 TSB 블록(300)은 상기 먹스(200)로부터 GPS10M, 및 GPSPPS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10MH

z의 시스템 클럭을 제어국내 모든 보드로 출력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상기 먹스(200)로부터 SCGA10M, 및 SCGAP

PS를 입력받으면 그에 상응한 10MHz의 시스템 클럭을 제어국내 모든 보드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 PLL(400)은 상기 먹스(200)로부터 기준 주파수 클럭(GPS10MPLD), 및 비교 주파수 클럭(OCXO10MPL

D)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기준 주파수 클럭(GPS10MPLD)과 비교 주파수 클럭(OCXO10MPLD)을 비교한 후 그에 

상응한 위상차를 나타내는 전압값(PD_OUT)을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500)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500)는 상기 PLL(400)로부터 위상차를 나타내는 전압값(PD_OUT)을 입력받음

과 동시에 그 전압값(PD_OUT)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상기 메모리(600)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메모리(600)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500)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아 저장함과 동시에 그 저장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700)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700)는 상기 메모리(600)로부터 저장된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디

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상기 오실레이터(0CXO)(800)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오실레이터(0CXO)(800)는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700)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OCXO10M를 상기 먹스(200)로 출력하 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100)는 GPS 수신기로부터 4개의 GPS 클럭(GPSA10M+,-; GPSB10M+,-; GPS

APPS+,- 및 GPSBPPS+,-)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4개의 GPS 클럭의 레벨을 변환(ELC 레벨에서 TTL 레벨로)시

켜 상기 먹스(200)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먹스(200)는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100)로부터 4개의 GPS 클럭(GPSA10M, GPSB10M, GPSAP

PS, 및 GPSBPPS)을 입력받으면 그에 상응한 GPS10MPLD, 및 OCXO10MPLD를 상기 PLL(400)에 출력함과 동시

에 GPS10M, 및 GPSPPS를 상기 TSB 블록(300)으로 출력한다. 이때, GPS10MPLD는 GPS에서 오는 클럭이며, 또

한 OCXO10MPLD는 상기 오실레이터(OCXO)(800)의 출력 클럭값이다.

이어서, 상기 TSB 블록(300)은 상기 먹스(200)로부터 GPS10M, 및 GPSPPS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10

MHz의 시스템 클럭을 제어국내 모든 보드로 출력한다.

한편, 상기 PLL(400)은 상기 먹스(200)로부터 기준 주파수 클럭(GPS10MPLD), 및 비교 주파수 클럭(OCXO10MPL

D)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기준 주파수 클럭(GPS10MPLD)과 비교 주파수 클럭(OCXO10MPLD)을 비교한 후 그에 

상응한 위상차를 나타내는 전압값(PD_OUT)을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500)로 출력한다. 이 때, 상기 기준 주

파수 클럭(GPS10MPLD) 보다 비교 주파수 클럭(OCXO10MPLD)의 위상이 뒤지게 되면 전압값은 상승하게 되고, 비

교 주파수 클럭(OCXO10MPLD)의 위상이 기준 주파수 클럭(GPS10MPLD) 보다 빠른 경우에는 전압값이 내려간다.

그러면,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500)는 상기 PLL(400)로부터 위상차를 나타내는 전압값(PD_OUT)을 입력받

음과 동시에 그 전압값(PD_OUT)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상기 메모리(600)에 저장한다.

여기서,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500)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PLL(400)로부터 전압값(PD_OUT ; 0∼5

Volt 사이값)을 입력받으면 그 전압값을 16 비트의 2진값으로 코딩(Coding)한다. 예를들면, 입력 전압값으로 0V가 

입력되는 경우 출력되는 데이터는 (0000 0000 0000 0000)으로 출력되어 상기 메모리(600)의 특정 번지에 저장되며

, 중간 전압값(+2.5V)을 입력받으면 출력되는 데이터는 (1000 0000 0000 0000)으로 출력되어 상기 메모리(600)에

라이트(Write) 된다.

이 때, 상기 메모리(600)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500)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아 저장함과 동시에 그 저

장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700)로 제공한다.

이어서,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700)는 상기 메모리(600)로부터 저장된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상기 오실레이터(0CXO)(800)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오실레이터(0CXO)(800)는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700)로부터 상기 기준 주파수 클럭(GPS10M

PLD)과 비교 주파수 클럭(OCXO10MPLD)과의 위상차를 포함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위상차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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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여 그 차이나는 위상차를 보상한 OCXO10M를 생성한 후 상기 먹스(200)로 출력한다.

한편, 상기 먹스(200)는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100)로부터 4개의 GPS 클럭(GPSA10M, GPSB10M, GPSAPP

S, 및 GPSBPPS)을 입력받지 못하는 경우, 상기 오실레이터(800)로부터 입력받은 OCXO10M의 출력 클럭값을 사용

하여 SCGA10M, 및 SCGAPPS를 생성하여 상기 TSB 블록(300)으로 출력한다.

그런후, 상기 TSB 블록(300)은 상기 먹스(200)로부터 SCGA10M, 및 SCGAPPS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10MHz의 시스템 클럭을 제어국내 모든 보드로 출력한다.

상술한 동작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

상 장치는 IMT-2000 제어국 시스템 뿐만 아니라, 시스템 클럭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수 보상 장치에 의하면, 

시스템 클럭을 공급하는 GPS 수신기의 이상이나 노드의 불량으로 인해 시스템 클럭의 출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

체 보드를 통한 10MHz의 주파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GPS 수신기의 이상 발생시에도 10MHz의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GPS 수신기의 홀드 오버(Hold Over)기능을 유지하여 안정된 시스템 클럭

의 공급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보다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GPS 위성으로부터 1PPS 기준클럭을 수신받아 자체적으로 10MHz의 클럭을 생성하는 GPS 수신기로부터 4개의 GP

S 클럭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4개의 GPS 클럭의 레벨을 변환시키는 GPS 클럭 레벨 변환기;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로부터 GPS 클럭을 입력받으면 그에 상응한 GPS10MPLD, OCXO10MPLD, GPS10M, 

및 GPSPPS를 출력하는 한편, 상기 GPS 클럭 레벨 변환기로부터 GPS 클럭을 입력받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SCGA1

0M, 및 SCGAPPS를 출력하는 먹스;

상기 먹스로부터 GPS10M, 및 GPSPPS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10MHz의 시스템 클럭을 제어국내 모든 

보드로 출력하는 한편, 상기 먹스로부터 SCGA10M, 및 SCGAPPS를 입력받으면 그에 상응한 10MHz의 시스템 클럭

을 제어국내 모든 보드로 출력하는 TSB 블록;

상기 먹스로부터 기준 주파수 클럭(GPS10MPLD), 및 비교 주파수 클럭(OCXO10MPLD)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기

준 주파수 클럭(GPS10MPLD)과 비교 주파수 클럭(OCXO10MPLD)을 비교한 후 그에 상응한 위상차를 전압값(PD_

OUT)으로 출력하는 PLL;

상기 PLL로부터 전압값(PD_OUT)을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전압값(PD_OUT)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디 지털 신호를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로부터 저장된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및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OCXO10M를 상기 먹스로 출

력하는 오실레이터(0CXO)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ＩＭＴ-2000 제어국 시스템내 ＧＰＳ 수신기 이상시 주파

수 보상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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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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