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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미리 설정된 타임 슬럿에서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1모드와, 상

기 제1모드가 아닌 제2모드중 어느 한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 방법에 있어서, 상

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상기 제1모드로 동작할 경우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상기 제2모드로 동작할 경우의 동작 클

럭인 제1주기를 가지는 클럭보다 소정 주기 빠른 제2주기를 가지는 클럭을 동작 클럭으로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제2

주기를 가지는 클럭에 동기하여 상기 미리 설정된 타임 슬럿에서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을 위한 명령을 이중 위

상 동기 루프로 전송하여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가 상기 명령에 상응하여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을 위한 주파

수로 락하도록 제어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퀵 페이징, 메인 클럭, 슬립 클럭, 아이들 슬립 모드, 퀵 페이징 모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퀵 페이징 채널 결정 알고리즘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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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퀵 페이징 메시지 오프라인 복조 타이밍 도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2의 RF 파트 오프라인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 과정을 나타낸 타이밍 도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RF 파트 튜닉 블록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위상 동기 루프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퀵 페이징을 위한 타이밍 도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클럭 발생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단말기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는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 장치 및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동통신 시스템, 일 예로 IS-95A 이동통

신 시스템에서 단말기(MS: Mobile Station)는 기지국(BS: Base Station)으로부터 페이징 메시지(Paging Message)

가 존재할 경우에만 아이들 슬립 상태인 아이들 슬립 모드(Idle sleep mode)에서 깨어나 페이징 채널(Paging Chann

el)을 감시하는 슬랏 모드(slotted mode)로 천이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한다. 그래서, 상기 

페이징 메시지 수신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 단말기의 슬랏 모드에서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법은 아이들 슬립 상태에서 재포착(re-acquisitio

n)에 소요되는 시간, 메시지 수신에 소요되는 시간 등 단말기 전력소모가 많아 단말기의 핵심 사항인 충분한 대기시간

(stand-by time)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제3세대(3rd Generation) 이동통신 시스템인 IMT-2000 시스

템에서는 상기 단말기의 대기 시간을 종래 이동통신시스템의 단말기에 비해 장시간화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퀵 페

이징(Quick paging)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상기 퀵 페이징(Quick-paging) 방식은 상기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 이외에 새로운 채널인 순방향 퀵 페이징 

채널(FQPCH: Forward Quick Paging Channel) 을 할당하여, 기지국이 상기 순방향 퀵 페이징 채널을 통해 페이징/

제어 메시지(Paging/control message)가 있는지 없는지를 슬럿(Slot) 단위로 알려준다. 상기 퀵 페이징 채널의 정보

는 인터리빙(interleaving)과 인코딩(encoding)을 수행하지 않은 1-비트 메시지(1-bit message)로 전송되며, 단말

기는 지정된 위치에서 상기 퀵 페이징(quick paging) 채널을 감시하도록 한다. 즉, 단말기는 할당된 시간에 디인터리

빙(deinterleaving)과 디코딩(decoding)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기 퀵 페이징 채널의 1-비트 메시지를 수신하여 페이

징 채널을 감시할지 혹은 상기 페이징 채널을 감시하지 않아도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퀵 페이징(Quick 

paging) 메시지는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 예로 80msec 슬럿 내에 두 번, 즉 40msec간격으로 반복 전송되고 그 

전송속도는 9600bps, 4800bps중 하나로 선택되어 전송된다.

여기서, 상기 퀵 페이징(Quick paging) 채널의 1-비트 메시지는 온-오프 키잉(OOK: on-off keying) 방식을 사용하

여 변조된다. 여기서, BPSK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상기 온-오프 키잉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기 BPSK 변조 방

식이 '1'이 발생할 확률이 작기 때문에, '0'의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다른 채널의 에너지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퀵 페이징(Quick paging)의 수신성능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가 상기 온-오프 키잉 변조 방식을 사

용하여 전송된 신호를 얼마나 정확히 복조하느냐이다. 상기 복조 과정, 즉 2개의 비트 메시지를 결정(decision)하는 

알고리즘을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은 일반적인 퀵 페이징 채널 결정 알고리즘을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단말기는 첫 번째 비트(bit)를 복조하였을 때(111단계) '0'이 검출되면, 두 번째 비트를 복조하지 않고 바로 아이

들 슬립 상태로 천이하고(113단계), 상기 첫 번째 비트를 복조하였을 때 '1' 또는 '손실( Erasure) '로 검출되었을 경

우에는 상기 두 번째 비트를 복조(115단계)하여 상기 아이들 슬립 모드로 천이할 것인지, 또는 슬랏모드로 천이하여 

페이징 채널을 디코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손실(Erasure)이란 채널, 즉 순방향 퀵 페이징 

채널 상태를 추정하여 왜곡이 심한 경우 발생하는 비트로서 퀵 페이징(Quick-paging) 심볼의 복조 결과와 무관하게 '

1'로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기 두 번째 비트까지 '1'또는 '손실(Erasure)'로 판정되는 경우 단말기는 뒤따르는 

페이징 채널을 감시하게 된다(117단계)

상기에서 설명한 페이징 채널 수신 알고리즘, 즉 아이들 슬립 상태로 천이 및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 및 페이징 채널 

감시 등과 같은 페이징 채널 수신 알고리즘은 단말기의 대기시간을 결정하는 단말기 전력소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다. 단말기의 전력소모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는 아이들 슬립 상태시 슬립 전류(Sleep current)에 의한 전력소모, 디지

털 파트(Digital part)에 의한 전력소모, RF부에 의한 전력소모 등이 있으며, 그래서 단말기의 대기시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상기 슬립 전류(Sleep current)는 상기 단말기의 전력 소모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

다. 여기서, 상기 슬립 전류(Sleep current)는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는 동안의 전력소모를 의미한다. 발진기(oscillato

r), LCD(Liquid Crystal Display unit),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그 외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등

이 슬립 전류(Sleep current)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작용한다. 특히, 고주파 발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슬립 전류(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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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ounter)가 증가하게 됨으로서 소모하는 전력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슬립 전류로 인해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 단말기가 퀵 페이징 메시지의 수신시 하나의 발진기를 구비하여 상기 단말기가 어느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상기 발진기에서 제공하는 단일클럭을 기준클럭, 즉 동작 클럭으로 제공하게 되면, 퀵 페이징 모

드에서 빠른 시간내에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퀵 페이징 모드가 아닌 다른 모드와 동일

한 동작 클럭이 제공되어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시간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페이징 메시지 수신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아이들 슬립 상태에서 저주파 발진기만을 동작하여 슬립 전류를 최소화하는 페이징 메시지 수

신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채널 상태가 열악한 경우 페이징 메시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페이징 메시지 수신 장치 및 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을 위한 별도의 클럭을 제 공하는 페이징 메시지 수신 장치 및 방법

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미리 설정된 타임 슬럿에서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1모드

와, 상기 제1모드가 아닌 제2모드중 어느 한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 장치에 있어

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제2모드로 동작할 때 제1주기를 가지는 클럭을 동작 클럭으로 선택하며,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제1모드로 동작할 때 상기 제1주기보다 소정 주기 빠른 제2주기를 가지는 클럭을 동작 클럭으로 선택하며, 

상기 미리 설정된 타임 슬럿에서 상기 제2클럭에 동기하여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을 위한주파수로 동기를 획

득하기 위한 명령을 전송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가 선택한 클럭에 따라 동작시작하며, 상기 명령에 상응하여 상기

주파수로 동기하는 이중 위상 동기 루프와,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에서 동기된 주파수들로 발진하는 발진기와, 상

기 발진된 주파수들에 동기하여 순방향 퀵 페이징 채널을 통해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무선 주파수 파트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미리 설정된 타임 슬럿에서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1모드

와, 상기 제1모드가 아닌 제2모드중 어느 한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 방법에 있어

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상기 제1모드로 동작할 경우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상기 제2모드로 동작할 경우의 동

작 클럭인 제1주기를 가지는 클럭보다 소정 주기 빠른 제2주기를 가지는 클럭을 동작 클럭으로 선택하는 과정과, 상

기 선택된 제2주기를 가지는 클럭에 동기하여 상기 미리 설정된 타임 슬럿에서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을 위한 

명령을 이중 위상 동기 루프로 전송하여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가 상기 명령에 상응하여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수

신을 위한 주파수로 락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

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퀵 페이징 메시지 오프라인 복조 타이밍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온도 보상 수정 발진기(TCXO: Temperature Compensation Crystal Oscillat

or)를 온/오프(on/off)하는 시점은 아이들 슬립 상태로 진입할 때와, 상기 아이들 슬립 상태에서 벗어날 때의 의사잡

음(PN: Psuedorandom Noise)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항상 26.67ms 경계(boundary)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퀵

페이징 메시지의 1 슬럿은 80ms이며, 퀵 페이징 심벌(Quick Paging Symbol)이 '1'로 전송될 때만(201) 상기 온도 

보상 수정 발진기가 아이들 슬립 상태에서 벗어나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타임 구간(211)은 상기 온도 보상 수

정 발진기가 동작 수행을 위한 준비 시간(warm up time)이며, 타임 구간(213)은 상기 온도 보상 수정 발진기가 동작 

종료후 상기 아 이들 슬립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천이 상태 시간(warm down time)으로서, 상기 온도 보상 수정 발

진기는 실제 타임구간(215)에서만 유효(effective)한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1슬럿에는 2개의 비트

메시지가 입력되고, 그중 하나의 비트 메시지만이 '1'을 나타내었으므로 상기 온도 보상 수정 발진기는 다시 아이들 

슬립 상태로 천이하게 된다. 즉,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검출 결과 페이징 채널을 디코딩할 필요가 없으므로 슬립 명령

(sleep command)(203)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포착(re-acquisition) 과정은 RF 파트에서 입력을 버퍼

에 저장한 후 오프라인(off-line)으로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RF 파트의 오프라인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 과정을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3은 도 2의 RF 파트 오프라인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 과정을 나타낸 타이밍도이다. 상기 도 3에는 상기 RF 

파트가 퀵 페이징 메시지의 심벌을 수신하기 위해 온되는 시점부터 오프되는 시점까지 동작이 타이밍도로 도시되어 

있다. 우선 온도 보상 수정 발진기가 온되면, 그 준비(Warm Up) 시간은 2ms가 소요되고, 제어부로 상기 온도 보상 

수정 발진기 동작이 보고되어 CHIP*8을 생성한다. 그러면, 아이들 슬립 상태에 있는 RF 파트, 즉 수신부가 온되고(31

1), 상기 RF 파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준비시간으로 2ms가 소요되어 상기 수신부를 대기상태(standby stat

e)로 천이시킨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는 RF_튜닝(Tuning) 과정(313)을 통해 위상 동기 루프(PLL: Phased Loop Loc

k)에 데이터(data)를 인가하여, 상기 위상 동기 루프가 락(lock) 상태가 되도록 제어한다. 상기 위상 동기 루프가 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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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완전하 게 천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00usec 이고 중간 주파수(IF: Intermediate Frequency)가 약 1.5m

s가 소요된다. 이와 동시에 자동 이득 제어기(AGC: Auto Gain Controller)가 넓은 대역폭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득을 조정한다(315). 여기서, 루프 이득 상수(Loop Gain Constant)는 73usec가 사용된다. 한편, 상기 자동 이득 제

어기가 좁은 대역폭을 가지고 안정화되도록 한다면 상기 루프 이득 상수를 상기 넓은 대역폭으로 안정화시킬 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게, 즉 392usec를 사용한다(317). 이렇게, 퀵 페이징을 위한 RF 파트가 수신 동작을 위한 준비 동작을

완료하면, 퀵 페이징 심벌 버퍼링(Buffering)이 수행된다(319). 즉,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의 퀵 페이징 심벌이 삽입

되는 구간 주의의 구간을 버퍼링하게 되는 것으로서,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가 4800 bps일경우 672 칩(546us)을 저

장하고 만약 2400k bps일 경우 800chip(650us)을 저장한다. 이렇게, 퀵 페이징 심벌 버퍼링이 종료되면 상기 제어

부(100)는 상기 RF 파트의 전원을 오프하여 상기 RF 파트가 아이들 슬립 상태로 천이하도록 하며, 이때 소요되는 시

간은 약 4msec이다(321).

여기서, 상기 RF 튜닝 과정을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4는 RF 파트 튜닝 블록을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상기 RF 튜닝을 위해서 이중 위상 동기 루프(Dual PLL)가 사용된다. 즉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를 사용하여 

상기 RF 파트의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와 중간 주파수(IF: Intermediate Frequency)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와 동기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어부(100)는 무선 주파수와 중간 주파수로 사용되는 주파수로 동기

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로 상기 무선 주파수 및 중간 주파수로 천이하라는 명령을 전

송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부(100)가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로 전송하는 명령은 3개의 신호, 즉 클럭(CLK) 

신호와, 데이터(DATA) 신호와, LE(Latch Enable) 신호로 구성되며, 상기 제어부(100)는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

102)로 상기 명령을 설정 횟수번, 일 예로 도 5에서 도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주파수 및 무선주파수의 상태천이 

명령을 4회 전송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가 상기 제어부(100)의 명령에 따라 무선 주파수 및 중간 주파수 각각으로 상

태 천이하도록 락 과정을 거치면 RF 전압제어발진기(VCO: Voltage Control Oscillator)(106) 및 IF 전압 제어 발진

기(108)는 각각 무선 주파수 및 중간주파수로 발진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제어부(100)에서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로 전송하는 명령중 클럭 신호

의 클럭 스피드에 의해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의 락과정의 속도가 좌우된다. 그런데, 상기 제어부(100)에서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로 전송하는 명령은 현재 상기 명령을 생성하기 위한 제어부(100)의 기준 클럭을 단말

기가 어느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아이들 슬립 상태의 온도보상 수정 발진기의 클럭 하나만을 사용하

기 때문이다. 즉, 상기 온도 보상 수정 발진기의 주파수는 약 32.768KHz로서, 상기 명령을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약 5.5ms가 되어, 결국 퀵 페이징 심볼을 수신하기 위해 RF 튜닝에 소요되는 시간과 상기 명령을 전송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 즉 5.5ms가 더해져 퀵 페이징 심벌 수신 시간이 장시간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상기 제어부(100)

가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에 명령을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어부(100)가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에 명령을 전송하는 시간동안

상기 제어부(100)의 기준 클럭을 소정 고주파 발진기의 클록 스피드로 아이들 슬립 상태와 다르게 동작시키고,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에 명령이 전송 완료되면, 상기 새로운 기준 클럭을 사용하지 않고 종래 발진기의 클록 스피

드로 환원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새로운 기준 클럭은, 일 예로, 27MHz나 혹은 10MHz으로 종래의 기준 클럭보다 

빠른 크록 스피드를 사용한다. 이를 도 6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퀵 페이징을 위한 타이밍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아이들 슬립상태에서 제어부(100)에서 준비 인터럽트(Warmup_interrupt) 신호를 이용하여 퀵 페이징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인가되면 단말기의 새로운 기준 클럭을 생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른 온도 보상 수정 발진기를 동작시작시킨

다. 그러면, 상기 온도 보상 수정 발진기가 준비(warmup)동작부터 정상동작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msec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시간이 소요된 후 수신단, 즉 RF 파트가 동작 시작되도록 Sleep/high 신호를 부여한다. 이와 동시에 상

기 제어부(100)의 새로운 기준 클럭을 동작시키고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에 소정의 명령, 즉 무선 주파수 및 

중간 주파수로 천이하라는 명령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로딩한다.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102)로 상기 명령이 로딩

된 후, 상기 제어부(100)의 상기 기준 클럭 발생을 정지시킨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클럭 발생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말기는 아이들 슬립 모드(idle sleep mode)에서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며, 설명의 편의상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상태를 '퀵 페이징 모드'

라 정의하기로 한다. 상기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어기(711)는 상기 단말기가 현재 어떤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지에 따라 그 동작 모드를 나타내는 모드 제어 신호 'MODE_CON'을 클럭 선택기(713)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모

드 제어 신호는 상기 단말기가 아이들 슬립 모드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아이들 슬립 모드 신호와, 상기 단말기가 퀵 페

이징 모드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퀵 페이징 모드 신호의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상기 클럭 선택기(713)는 상기 제어

기(711)에서 출력한 모드 제어 신호가 아이들 슬립 모드 신호일 경우에는 메인 클럭(main clock)을 선택하는 클럭 선

택 신호 'GPIO_CLK_SEL'를 제1스위치(715) 및 제2스위치(717)로 출력한다. 상기 제1스위치(715)는 상기 클럭 선

택 신호 GPIO_CLK_SEL이 입력됨에 따라 상기 제1스위치(715)가 메인클럭(MAIN CLK)을 GPIO 위상 동기 루프(71

9)로 연결되도록 스위칭하고, 상기 제2스위치(717)가 상기 메인 클럭을 상기 제어기(711)에 연결되도록 스위칭한다. 

여기서, 상기 메인 클럭이 상기 단말기 동작을 위한 기준 클럭(reference clock)이며, 상기 제어기(711)는 상기 제2

스위치(717)로부터 상기 메인클럭이 입력됨에 따라 상기 단말기가 아이들 슬립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제어기(711)는 채널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GPIO 위상 동기 루프(719)로 이네이블 신

호 'PLL_EN'를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GPIO 위상 동기 루프(719)는 상기 이네이블 신호 PLL_EN에 상응하여 이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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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하고, 상기 GPIO 위상 동기 루프(719)는 이네이블 됨에 따라 상기 메인 클럭이 외부의 이중 위상 동기 루프(dual P

LL)(721)의 클럭 'CLK'로 제공된다. 상기 클럭 CLK를 제공받은 이중 위상 동기 루프(721)는 무선 주파수 및 중간 주

파수에 동기하여 해당 채널 신호를 수신하도록 락(lock)한다.

한편, 상기 클럭 선택기(713)는 상기 제어기(711)에서 출력한 모드 제어 신호가 퀵 페이징 모드 신호일 경우에는 슬

립 클럭(sleep clock)을 선택하는 클럭 선택 신호 'REF_CLK_SEL'를 상기 제1스위치(715) 및 제2스위치(717)로 출

력한다. 여기서 상기 슬립 클럭은 상기 메인 클럭에 비해 빠른 주기를 가지는 클럭이다. 상기 제1스위치(715)는 상기 

클럭 선택 신호 REF_CLK_SEL에 따라 상기 제1스위치(715)를 상기 슬립 클럭을 상기 GPIO 위상 동기 루프(719)로 

연결되도록 스위칭하고, 상기 제2스위치(717)는 상기 슬립 클럭을 상기 제어기(711)에 연결되도록 스위칭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711)는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할 시점에서 상기 GPIO 위상 동기 루프(719)로 이네이블 신호 PLL_EN

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기(711)는 상기 GPIO 위상 동기 루프(719)가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721)의 클럭(

CLK)을 제공한 후에는 다시 상기 제1스위치(715) 및 제2스위치(717)로 클럭 신호 GPIO_CLK_SEL을 출력하여 상기

GPIO 위상 동기 루프(719)로 상기 메인 클럭이 제공되도록 제어한다. 즉, 상기 제어기(711)는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를 수신하기 위한 퀵 페이징 모드에서만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721)의 클럭(CLK)으로서 상기 슬립 클럭이 제공

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한편, 상기 GPIO 위상 동기 루프(719)는 상기 이네이블 신호 PLL_EN에 상응하여 이중 위

상 동기 루프(721)의 클럭 CLK로 제공하고, 상기 클럭 CLK를 제공받은 이중 위상 동기 루프(721)는 무선 주파수 및 

중간 주파수에 동기하여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락한다. 그러므로 상기 단말기가 퀵 페이징 모드에서 

빠른 시간내에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게 가능하게 되고,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으로 인한 동작시간을 최소화시

키게 되어 슬립 전류 소모를 최소화시킨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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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단말기가 퀵 페이징 모드에서 빠른 시간내에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고, 또한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으로 인한 동작 시간을 최소화시키게 되어 슬립 전류 소모를 최소화시킨다는 이

점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미리 설정된 타임 슬럿에서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1모드와, 상기 제1모드가 아닌 제2모드중 어느 한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제2모드로 동작할 때 제1주기를 가지는 클럭을 동작 클럭으로 선택하며, 상기 이동 통신 단

말기가 제1모드로 동작할 때 상기 제1주기보다 소정 주기 빠른 제2주기를 가지는 클럭을 동작 클럭으로 선택하며, 상

기 미리 설정된 타임 슬럿에서 상기 제2클럭에 동기하여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을 위한 주파수로 동기를 획득

하기 위한 명령을 전송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가 선택한 클럭에 따라 동작시작하며, 상기 명령에 상응하여 상기 주파수로 동기하는 이중 위상 동기 루

프와,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에서 동기된 주파수들로 발진하는 발진기와,

상기 발진된 주파수들에 동기하여 순방향 퀵 페이징 채널을 통해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무선 주파수 파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이 완료되면 상기 동작 클럭을 상기 제1주기를 가지는 클럭으로 선택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
미리 설정된 타임 슬럿에서 퀵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1모드와, 상기 제1모드가 아닌 제2모드중 어느 한 모드로

동작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상기 제1모드로 동작할 경우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상기 제2모드로 동작할 경우의 동작 

클럭인 제1주기를 가지는 클럭보다 소정 주기 빠른 제2주기를 가지는 클럭을 동작 클럭으로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제2주기를 가지는 클럭에 동기하여 상기 미리 설정된 타임 슬럿에서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을 위한

명령을 이중 위상 동기 루프로 전송하여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가 상기 명령에 상응하여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수

신을 위한 주파수로 락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 위상 동기 루프가 상기 퀵 페이징 메시지 수신을 위한 주파수로 락됨을 감지하면 상기 동작 클럭을 상기 제

1주기를 가지는 클럭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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