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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베이스밴드필터에서 소용되는 게이트수를 줄일 수 있는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에 의하면 상기 베이스밴드필터에 입

력되는 데이터가 단일비트이므로 베이스밴드필터의 게이트를 줄일수 있어 변조기 전체의 하드웨어적인 부피를 줄일 수 있

다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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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왈씨코드를 발생하는 왈씨코드발생기(300)와,

파일롯채널, 제어메시지채널, 데이터채널 및 음성채널을 각각 입력받는 동시에 상기 왈씨코드발생기(300)로부터 왈씨코

드를 입력받아 상기 4가지 채널 각각을 상기 왈씨코드와 논리곱연산하는 제 1 논리곱연산부(100)와,

I, Q 채널 PN 쇼트코드 및 롱코드를 입력받아 상기 I, Q 채널 PN 쇼트코드 각각을 상기 롱코드와 논리곱연산하는 제 3 논

리곱연산부(500)와,

상기 제 1 논리곱연산부(100)에서 논리곱연산값을 입력받는 동시에 상기 제 3 논리곱연산부(500)에서 논리곱연산값을 입

력받아 상기 제 1 논리곱연산부(100)로부터의 각각의 논리곱연산값을 상기 제 3 논리곱연산부(500)로부터의 논리곱연산

값과 각각 논리곱연산하는 제 2 논리곱연산부(200)와,

상기 제 2 논리곱연산부(200)에서 다수의 논리곱연산값 각각을 입력받아 필터링하는 베이스밴드필터부(400)와,

상기 베이스밴드필터부(400)에서 필터링된 다수의 신호를 입력받아 개별적으로 소정의 이득 만큼 증폭시켜주는 증폭부

(600)와,

상기 증폭부(600)로부터 출력되는 다수의 신호를 위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두 개씩 논리합연산하는 제 1, 2, 3, 4 논리합

연산기(710, 720, 730, 740)와,

상기 제 1, 2 논리합연산기(710, 720)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감산하는 감산기(810)와,

상기 제 3, 4 논리합연산기(730, 740)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감산하는 가산기(82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논리곱연산부(100)는 파일롯채널과 상기 왈씨코드발생기(300)로부터의 왈씨코드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

(110)와,

제어메시지채널과 상기 왈씨코드발생기(300)로부터의 왈씨코드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120)와,

데이터채널과 상기 왈씨코드발생기(300)로부터의 왈씨코드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130)와,

음성채널과 상기 왈씨코드발생기(300)로부터의 왈씨코드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14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논리곱연산부(500)는 롱코드와 Q 채널 PN 쇼트코드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510)와,

롱코드와 I 채널 PN 쇼트코드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52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IMT 2000 단말기용 변조

기.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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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논리곱연산부(200)는 상기 곱셈기(11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2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

셈기(210)와,

상기 곱셈기(12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2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20)와,

상기 곱셈기(13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1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30)와,

상기 곱셈기(14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1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40)와,

상기 곱셈기(11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1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50)와,

상기 곱셈기(12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1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60)와,

상기 곱셈기(13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2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70)와,

상기 곱셈기(14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2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8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밴드필터부(400)는 상기 곱셈기(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각각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각

각 필터링하는 베이스밴드필터(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IMT 2000 단

말기용 변조기.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부(600)은 상기 베이스밴드필터(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각각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각각

소정이득으로 증폭시키는 증폭기(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베이스밴드필터에서 소용되는 게이트수를 줄일 수 있는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이하, IMT라 명명함.) 2000 시스템은 제 3세

대 무선통신 시스템으로서, 파일롯채널, 제어메시지채널, 데이터채널 및 음성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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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의 상세회로도로서, 제어메시지채널, 데이터채널 및 음성채널을 입력

받아 각각의 채널을 왈씨코드(WALSH CODE; 이하, 왈씨코드라 명명함.)와 논리곱연산시키는 제 1 논리곱연산부(10), 상

기 제 1 논리곱연산부(10)에서 논리곱연산값을 입력받아 각각의 연산값을 상대이득으로 증폭시키는 상대이득 증폭부(20)

, 상기 상대이득 증폭부(20)의 상대이득증폭기(21)에서 출력되는 신호(DC)와 파일롯채널(PI)을 논리합연산하는 논리합연

산기(31), 상대이득증폭기(22)에서 출력되는 신호(SM)와 상대이득증폭기(23)에서 출력되는 신호(FM)를 논리합연산하는

논리합연산기(32), 롱코드와 PNI(I채널 PN 쇼트코드; 이하 PNI라 명명함.)를 논리곱연산하는 논리곱연산기(90), 롱코드

와 PNQ(P채널 PN 쇼트코드라 명명함.)를 논리곱연산하는 논리곱연산기(91), 상기 논리합연산기(31, 32)에서 출력되는

각각의 신호(DI, DQ)와 상기 논리곱연산기(90, 91)에서 출력되는 각각의 신호(IC, QC)를 논리곱연산하는 제 2 논리곱연

산부(40), 상기 논리곱연산부(41, 43)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서로 감산하는 감산기(51), 상기 논리곱연산부(42, 44)에서 출

력되는 신호를 서로 논리합연산하는 논리합연산기(60), 상기 감산기(51) 및 상기 논리합연산기(60)에서 출력되는 각각의

신호(IO, QO)를 입력받아 필터링하는 베이스밴드필터부(70) 및, 상기 베이스밴드필터부(70)의 베이스밴드필터(71, 72)로

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각각 입력받아 소정의 이득으로 증폭시켜 출력신호(TX_IOUT, TX_QOUT)로 변환시키는 증폭부(80)

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변조기내에서의 신호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리합연산기(31, 32)에서 각각 출력되는 신호(DI, DQ)는 수학식 1과 같고, (수학식 1)

DI=PI+DC, DQ=FM+SM

상기 신호(DI, DQ)를 확산시키기 위한 신호(IC, QC)는 수학식 2와 같으며,

(수학식 2)

IC = PNI*LC(롱코드; 이하, LC라 명명함.), QC = PNQ*LC

상기 감산기(51) 및 논리합연산기(60)에서 출력되는 신호(IO, QO)는 수학식 3과 같다.

(수학식 3)

IO = DI * IC - DQ * QC

QO = DI * QC + DQ * IC

또한, 상기 증폭부(80)에서 출력되는 신호(TX_IOUT, TX_QOUT)는 수학식 4와 같다.

(수학식 4)

TX_IOUT = 이득 * 베이스밴드필터(71)의 출력신호

TX_QOUT = 이득 * 베이스밴드필터(72)의 출력신호

그러나, 상기 수학식에서 알 수 있듯이 베이스밴드필터(71, 72)에 입력되는 신호(IO, QO)는 다중비트가 되어 상기 필터

(71, 72)에서 소요될 수 있는 게이트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전체적으로 변조기의 하드웨어 크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변조기내의 베이스밴드필터

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비트를 단일비트로하여 하드웨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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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는 4개의 왈씨코드를 발생하는 왈씨코드발생기

와; 파일롯채널, 제어메시지채널, 데이터채널 및 음성채널을 각각 입력받는 동시에 상기 왈씨코드발생기로부터 왈씨코드

를 입력받아 상기 4가지 채널 각각을 상기 왈씨코드와 논리곱연산하는 제 1 논리곱연산부와; I, Q 채널 PN 쇼트코드 및 롱

코드를 입력받아 상기 I, Q 채널 PN 쇼트코드 각각을 상기 롱코드와 논리곱연산하는 제 3 논리곱연산부와; 상기 제 1 논리

곱연산부에서 논리곱연산값을 입력받는 동시에 상기 제 3 논리곱연산부에서 논리곱연산값을 입력받아 상기 제 1 논리곱

연산부로부터의 각각의 논리곱연산값을 상기 제 3 논리곱연산부로부터의 논리곱연산값과 각각 논리곱연산하는 제 2 논리

곱연산부와; 상기 제 2 논리곱연산부에서 다수의 논리곱연산값 각각을 입력받아 필터링하는 베이스밴드필터부와; 상기 베

이스밴드필터부에서 필터링된 다수의 신호를 입력받아 개별적으로 소정의 이득 만큼 증폭시켜주는 증폭부와; 상기 증폭부

로부터 출력되는 다수의 신호를 위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두 개씩 논리합연산하는 제 1, 2, 3, 4 논리합연산기와; 상기 제

1, 2 논리합연산기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감산하는 감산기와; 상기 제 3, 4 논리합연산기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감산하

는 가산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의 상세회로도로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는 왈씨코드발생기(300), 제 1 논리곱연산부(100), 제 3 논리곱연산부(500), 제 2 논리곱연산부(200), 베

이스밴드필터부(400), 증폭부(600), 제 1, 2, 3, 4 논리합연산기(710, 720, 730, 740) 및 제 1, 2 감산기(810, 820)로 구

성되어 있다.

상기 왈씨코드발생기(300)는 4개의 왈씨코드를 발생하는 역할을 하고, 상기 제 1 논리곱연산부(100)는 파일롯채널, 제어

메시지채널, 데이터채널 및 음성채널을 각각 입력받는 동시에 상기 왈씨코드발생기(300)로부터 왈씨코드를 입력받아 상

기 4가지 채널 각각을 상기 왈씨코드와 논리곱연산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제 3 논리곱연산부(500)는 I, Q 채널 PN 쇼트코드(PNI, PNQ) 및 롱코드를 입력받아 상기 I, Q 채널 PN 쇼트코드

(PNI, PNQ) 각각을 상기 롱코드와 논리곱연산하는 역할을 하고, 상기 제 2 논리곱연산부(200)는 상기 제 1 논리곱연산부

(100)에서 논리곱연산값(PI, DC, FM, SM)을 입력받는 동시에 상기 제 3 논리곱연산부(500)에서 논리곱연산값(IC, QC)

을 입력받아 상기 제 1 논리곱연산부(100)로부터의 각각의 논리곱연산값(PI, DC, FM, SM)을 상기 제 3 논리곱연산부

(500)로부터의 논리곱연산값(IC, QC)과 각각 논리곱연산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제 1 논리곱연산부(100)는 파일롯채널과 상기 왈씨코드발생기(300)로부터의 왈씨코드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

(110)와, 제어메시지채널과 상기 왈씨코드발생기(300)로부터의 왈씨코드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120)와, 데이터채널

과 상기 왈씨코드발생기(300)로부터의 왈씨코드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130)와, 음성채널과 상기 왈씨코드발생기

(300)로부터의 왈씨코드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140)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제 3 논리곱연산부(500)는 롱코드와 Q 채널 PN 쇼트코드(PNQ)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510)와, 롱코드와 I 채널

PN 쇼트코드(PNI)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520)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제 2 논리곱연산부(200)는 상기 곱셈기(11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2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

셈기(210)와, 상기 곱셈기(12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2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20)와, 상기

곱셈기(13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1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30)와, 상기 곱셈기(140)로부터

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1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40)와, 상기 곱셈기(11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

셈기(51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50)와, 상기 곱셈기(12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1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60)와, 상기 곱셈기(13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2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

하는 곱셈기(270)와, 상기 곱셈기(140)로부터의 신호와 상기 곱셈기(520)로부터의 신호를 논리곱연산하는 곱셈기(280)

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베이스밴드필터부(400)는 상기 제 2 논리곱연산부(200)에서 다수의 논리곱연산값 각각을 입력받아 필터링하는 역할

을 하고, 상기 증폭부(600)는 상기 베이스밴드필터부(400)에서 필터링된 다수의 신호를 입력받아 개별적으로 소정의 이득

만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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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곱셈기(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각각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각각 필터링하는 베이스밴드필터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증폭부(600)는 상기 베이스밴드필터(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각각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각각

소정이득으로 증폭시키는 증폭기(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제 1 논리합연산기(710)는 상기 증폭기(610, 62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논리합연산하는 역할을 하고, 상기 제 2 논

리합연산기(720)는 상기 증폭기(630, 64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논리합연산하는 역할을 하며, 상기 제 3 논리합연산기

(730)는 상기 증폭기(650, 66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논리합연산하는 역할을 하며, 상기 제 4 논리합연산기(740)는 상기

증폭기(670, 68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논리합연산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감산기(810)는 상기 제 1, 2 논리합연산기(710, 720)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감산하는 역할을 하고, 상기 가산기

(820)는 상기 제 3, 4 논리합연산기(730, 740)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감산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 논리곱연산부(100)에서 파일롯채널, 제어메시지채널, 데이터채널 및 음성채널을 입력받는 동시에 왈씨코드발

생기(300)에서 왈씨코드를 입력받아 상기 4채널 각각에 왈씨코드를 논리곱연산하여 그 결과값을 출력하면, 제 2 논리곱연

산부(200)에서 이를 입력받는 동시에 제 3 논리곱연산부(500)로부터 롱코드와 I 채널 PN 쇼트코드(PNI)의 논리곱연산값

과 롱코드와 Q 채널 PN 쇼트코드(PN2)의 논리곱연산값을 입력받아 상기 제 1 논리곱연산부(100)로부터의 출력신호 각

각을 상기 I 채널 및 Q 채널 PN 쇼트코드(PN1, PN2)와 개별적으로 논리곱연산하여 그 결과를 출력한다.

이어서, 상기 제 2 논리곱연산부(200)에서 출력되는 각각의 신호를 베이스밴드필터부(400)에서 개별적으로 필터링한 후,

증폭부(600)에서 상기 필터링된 신호 각각을 소정 이득 만큼 증폭시키고, 제 1, 2, 3, 4 논리합연산기(710, 720, 730,

740)는 각각 상기 증폭부(60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에 맞게 두 신호씩 논리합 연산하여 그 결

과값을 출력한다.

이때, 감산기(810)는 상기 제 1, 2 논리합연산기(710, 720)로부터 각각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감산하여 결과값을 출력하

고, 이와 동시에 가산기(820)는 상기 제 3, 4 논리합연산기(730, 740)로부터 각각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감산하여 결과값

을 출력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에 의하면 상기 베이스밴드필터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단일비

트이므로 베이스밴드필터의 게이트를 줄이수 있어 변조기 전체의 하드웨어적인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뛰어난 효과가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의한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의 상세회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IMT 2000 단말기용 변조기의 상세회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제 1 논리곱연산부 200 : 제 2 논리곱연산부

300 : 왈씨코드발생기 400 : 베이스밴드필터부

500 : 제 3 논리곱연산부 600 : 증폭부

710 : 제 1 논리합연산기 720 : 제 2 논리합연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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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제 3 논리합연산기 740 : 제 4 논리합연산기

810 : 감산기 820 : 가산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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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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