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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로 다른 통신모드를 지원하는 듀얼 모드 모뎀의 통합 셀탐색기

요약

서로 다른 통신모드를 지원하는 듀얼 모드 모뎀의 통합 셀 탐색기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셀 탐색기는 비동기식

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소정의 코드를 생성하는 제 1코드 생성기; 동기식 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소정의 코드

를 생성하는 제 2코드 생성기; 상기 제 1코드 생성기의 출력 및 상기 제 2코드 생성기의 출력을 수신하고, 소정의 모드선택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코드 생성기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 2코드 생성기의 출력신호 중 어느 하나의 출력신호를 선택

적으로 출력하는 PN 신호 선택부; 및, 기지국으로부터 일련의 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코드와 상기 PN 신호 선택부의 출력

신호를 코릴레이팅(correlating)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상관기(correlator)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하나의 셀 탐색기를 이용하여 다른 통신모드에서의 셀 탐색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듀얼 모드 모뎀의

칩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칩 크기의 감소로 탐색 시간 및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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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범용 이동통신 시스템(UMTS)의 3단계 셀 탐색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범용 이동통신 시스템의 다중경로 탐색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동기식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2000) 시스템의 셀 탐색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셀 탐색기의 제 1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셀 탐색기의 제 2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PN 신호 선택부의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도 5에 도시된 상관기의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셀 탐색기의 제 3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상관기의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셀 탐색기의 제 4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이동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두 가지 통신모드를 지원하는 듀얼 모드 단말기의 통합 셀 탐색기에 관한

것이다.

3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앞두고, 여러 가지의 통신방식을 지원하는 단말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두 가지의

다른 통신방식을 지원하는 듀얼 모드(dual mode) 단말기 모뎀의 경우에는, 두 가지 통신방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각의 통신방식을 지원하는 주변기기들이 하나의 단말기 안에 존재해야 한다.

모뎀에 있어서, 셀 탐색기(cell searcher)는 3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로서, 만일 두 가지의 다른 통신방식

을 지원하는 듀얼 모드를 지원하는 단말기 모뎀의 경우, 서로 다른 통신방식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셀 탐색기가 존재해야

한다. 듀얼 모드를 지원하는 단말기 모뎀에서, 하나의 통합 셀 탐색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구현되는 칩의 면적이 현저하

게 작아질 뿐만 아니라, 탐색 속도의 측면에서도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된 셀 탐색기의 구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도 1은 범용 이동통신 시스템의 3단계 셀 탐색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범용 이동통신 시스템(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s; UMTS)에서의 셀 탐색기는 세 단계로 나뉘고, 1단계와 2단계의 셀 탐색기는 기지국의

PN 코드가 어느 그룹의 PN 코드에 속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PN 코드의 그룹이 결정된 후 도 1에 도시된 3단계

셀 탐색기(100)에 의하여 정확한 PN 코드가 찾아진다.

도 1의 셀 탐색기(100)는 UMTS 코드 생성기(11), 입력 제어부(12), 다수의 상관기들(131,...,138;149,...,156), 수신부

(15) 및 피크 감지부(16)를 구비한다. 도 1에서는 8개의 상관기들이 하나의 상관기 뱅크(correlator bank)를 이룬다. 도 1

에서 상관기들(131,...,138)이 제 1상관기 뱅크(13)를 이루고, 상관기들(149,...156)이 제 2상관기 뱅크(14)를 이룬다.

UMTS 코드 생성기(11)는 제 2단계의 셀 탐색과정에 의하여 얻은 코드 그룹에 해당하는 16개의 코드들을 생성한다. 입력

제어부(12)는 UMTS 코드 생성기(11)의 출력들을 입력받아, UMTS 코드 생성기(11)의 출력들을 상관기들(131,..,138;

149,..,156)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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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부(15)는 기지국으로부터 소정의 신호(Rx)를 수신하고 이를 상관기들(131,..,138; 149,..,156)로 출력한다. 수신부

(15)로부터 상관기들(131,..,138; 149,..,156)로 출력되는 신호는 모두 같은 신호들이다. 즉, 같은 신호들이 병렬로 각각의

상관기로 출력된다.

상관기들(131,..,138; 149,..,156)은 입력 제어부(12)의 출력신호 및 수신부(15)의 출력신호를 수신하고 코릴레이팅

(correlating)하여 그 결과를 피크 감지부(16)로 출력한다. 피크 감지부(16)는 상관기들(131,..,138; 149,..,156)의 출력신

호로부터, 생성된 코드와 기지국으로부터 입력받은 코드와의 상관도가 큰 코드를 검출하여 그 결과(OUT)를 출력한다.

피크 감지부(16)는 상관기 뱅크들(13, 14) 단위로 하여, 예컨대 8개의 상관기의 출력신호들 중 상관도가 높은 코드를 검출

할 수도 있고, 전체 상관기들의 출력신호들 중 상관도가 높은 코드를 검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8개의 코드들을 단위로 상

관도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칩(chip)이 동작하는 클럭과 같은 속도의 클럭을 사용할 때, 최소 8개의 상관기들이 필요하게

되며, 도 1의 경우 8개의 상관기들이 모여 이룬 상관기 뱅크가 두 개 존재하므로, 16개의 코드에 대하여 셀 탐색을 할 수

있다.

도 2는 범용 이동통신 시스템(UMTS)의 다중경로 탐색기(multi-path searcher)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의 다중

경로 탐색기(200)는 도 1에서와 마찬가지로 UMTS 코드 생성기(11), 입력 제어부(12), 수신부(15), 피크 감지부(16)를 구

비한다. 아울러 도 2의 다중경로 탐색기(200)는 다수의 상관기들(231, 232; 241, 242)을 구비한다.

도 2의 다중경로 탐색기(200)가 도 1의 제 3단계 셀 탐색기(100)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단말기(UE)는 현재 자신이 속

한 셀로부터 인접 셀들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접 셀 정보는 인접 셀들의 스크램블링 코드 번호

(scrambling code number), 현재 셀(current cell)과의 시간차(time difference) 및 송수신 다중화 채택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도 1과 같은 다중경로 탐색기를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접 셀 정보가 제공되고, 제공되는 정보가 인접 셀들의 스크

램블링 코드 번호(scrambling code number)와 현재 셀(current cell)과의 시간차(time difference)를 포함하는 경우 다

중경로 탐색기를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 3단계 셀 탐색기와 다른 점은 기지국의 PN 코드를 미리 알고, 액티브 셋

(active set)에 속하는 셀들 및 인접 셀 탐색(neighbor cell search)에서 핸드오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발견된 셀들을

차례대로 윈도우 베이스 탐색(window-based search)을 하는 것이, 다중경로 탐색기와 제 3단계 셀 탐색의 다른 점이다.

다중경로 탐색기는 모든 셀들에 대해 차례대로 탐색을 수행한 후 핑거 재할당 및 파일럿 리포팅(pilot reporting)을 계산하

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 2에서 상관기 A1(231)과 상관기 A2(232)가 각각 On Time 상관기, Late Time 상관기가 되며, 칩 레이트의 2배의 해

상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이 두 상관기들이 쌍을 이루어 상관도를 검출하게 된다. 즉, 이 때는 칩이 동작하는 클럭에 8배로

빠른 클럭을 사용하여 셀을 탐색한다.

도 3은 동기식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2000) 시스템의 셀 탐색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기식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의 셀 탐색기(300)는 CDMA 2000 코드 생성기(31), 입력 제어부(32), 수신부(35), 피크

감지부(36) 및 다수의 상관기들(331, 332;341, 342)을 구비한다.

도 3의 셀 탐색기(300)의 상관기들은 도 2에 도시된 상관기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상관기들이 한 쌍을 이루어 On

Time/Late Time 상관기를 형성하고, 그 동작은 도 2에 도시된 다중경로 탐색기(200)의 그것과 유사하다. 즉, 도 3의 셀

탐색기(300)는 CDMA 2000 코드 생성기(31)를 제외하면 상관기의 구조나 상관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도 2의 다중경로 탐

색기(200)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도 1 내지 도 3으로부터,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모뎀의 셀 탐색기의 구조 또는 작동방식에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

서 이들을 이용하여 비동기식(UMTS) 방식과 동기식(CDMA 2000)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듀얼 모드 모뎀의 통합 셀 탐색

기의 구현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서로 다른 통신방법을 지원하는 듀얼 모드 모뎀에 있어서, 각각의 통신 방식에 따

른 다수의 셀 탐색장치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 셀 탐색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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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은 비동기식 모드와 동기식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모드(dual

mode) 모뎀의 통합 셀 탐색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셀 탐색기는 상기 비동기식 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소

정의 코드를 생성하는 제 1코드 생성기; 상기 동기식 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소정의 코드를 생성하는 제 2코드 생성

기; 상기 제 1코드 생성기의 출력 및 상기 제 2코드 생성기의 출력을 수신하고, 소정의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코드 생성기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 2코드 생성기의 출력신호 중 어느 하나의 출력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PN 신호 선

택부; 및, 기지국으로부터 일련의 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코드와 상기 PN 신호 선택부의 출력신호를 코릴레이팅

(correlating)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상관기(correlator)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상관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코드 및 상기 PN 신호 선택부의 출력신호를 디스프레딩하여 출

력하는 역확산기; 상기 역확산기의 출력신호를 수신하고 소정의 클럭에 동기되어 상기 역확산기의 출력신호를 누적하여

합산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동기 누적 레지스터; 상기 동기 누적 레지스터의 출력신호를 에너지 신호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기; 및, 상기 에너지 변환기의 출력신호를 누적하여 합산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비동기 누적 레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일면은 통합 셀 탐색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셀 탐색기는 제 1

통신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제 1코드를 생성하는 제 1코드 생성기; 제 2통신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제 2코드

를 생성하는 제 2코드 생성기; 상기 제 1코드 및 상기 제 2코드를 수신하고 버퍼링하며, 소정의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코드 또는 상기 제 2코드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PN 신호 선택부; 기지국으로부터 일련의 코드를 수신하고, 상

기 코드와 상기 PN 신호 선택부의 출력신호를 코릴레이팅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상관기(correlator)들을 구비하며, 상기

모드선택신호의 논리상태에 따라 제 1통신모드에서의 셀 탐색 또는 제 2통신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PN 신호 선택부는 상기 제 1코드를 수신하고 버퍼링하는 다수의 N 비트 레지스터들; 상기 N 비트 레

지스터들에 저장된 비트신호를 소정의 클럭에 동기되어 직렬로 출력하는 다수의 출력회로; 및, 상기 출력부의 출력신호 및

상기 제 2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부의 출력신호 또는 상기 제 2코드를 선택적으로 출력

하는 선택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셀 탐색기는 상기 상관기들의 출력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상관기들의 출력신호로부터 상기 기지

국으로부터 수신한 코드와 상관도가 높은 소정의 개수의 피크값을 검출하여 그 검출결과를 출력하는 피크 감지부를 더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은 제 1통신모드와 제 2통신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모드

(dual mode) 모뎀의 통합 셀 탐색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셀 탐색기는 상기 제 1통신모드 및 상기 제 2통신모드

각각의 셀 탐색에 사용되는 제 1코드 및 제 2코드를 각각 생성하는 코드 생성부; 상기 코드 생성부에 의하여 생성된 상기

제 1코드 및 상기 제 2코드를 소정의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PN 신호 선택부; 및,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소정의 코드신호와 상기 PN 신호 선택부의 출력신호와 코릴레이팅하여 그 상관도를 계산하는 상관부를 구비하고,

상기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코드와 상기 코드신호의 상관도가 계산되거나 상기 제 2코드와 상기 코드신호와

의 상관도가 계산됨으로써, 상기 제 1통신모드 및 상기 제 2통신모드의 셀 탐색이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셀 탐색기의 제 1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셀 탐색기(400)는 UMTS 코드 생

성기(41), CDMA 2000 코드 생성기(42), PN 신호 선택부(43), 상관기(44), 수신부(45) 및 피크 감지부(46)를 구비한다.

UMTS 코드 생성기(41) 및 CDMA 2000 코드 생성기(42)는 각각 해당하는 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소정의 코드를

생성한다. 이러한 UMTS 코드 생성기(41) 및 CDMA 2000 코드 생성기(42)에 의하여 생성되는 코드들은 각각 기지국으로

부터 수신되는 코드와의 상관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셀 탐색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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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신호 선택부(43)는 UMTS 코드 생성기(41)의 출력과 CDMA 2000 코드 생성기(42)의 출력을 입력받아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출력코드를 상관기(44)로 출력한다. 이 때, 어느 하나의 출력코드를 출력하는 지는 모드선택신호(MODE_SEL)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모드선택신호(MODE_SEL)가 제 1논리상태(예컨대, 논리 하이)를 가지면 PN 신호 선택부(43)는 UMTS 코드 생

성기(41)의 출력신호를 출력하고, 모드선택신호(MODE_SEL)가 제 2논리상태(예컨대, 논리 로우)를 가지면 PN 신호 선택

부(43)는 CDMA 2000 코드 생성기(42)의 출력을 출력한다.

수신부(45)는 기지국으로부터 소정의 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코드를 상관기(44)로 출력한다. 상관기(44)는 수신부(45)로

부터 입력받은 상기 코드와 PN 신호 선택부(43)의 출력코드를 코릴레이팅(correlating)하여 그 결과를 출력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모드선택신호(MODE_SEL)에 응답하여 비동기식 모드(UMTS)와 동기식 모드(CDMA 2000)의 셀

탐색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셀 탐색기의 제 2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은 도 5에 도시된 PN 신호 선택부의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며, 도 7은 도 5에 도시된 상관기의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셀 탐색기(500)는 비동기식 모드(UMTS)의 제 3단계의 셀 탐색기의 구조를 이용하여, 동기식 모드(CDMA 2000)의 64배

속 탐색을 가능하도록 구현한 통합 셀 탐색기이다.

도 5에 도시된 셀 탐색기(500)는 UMTS 코드 생성기(51), CDMA 2000 코드 생성기(52), PN 신호 선택부(53), 수신부

(54), 피크 감지부(55) 및 다수의 상관기들(56A, 56B)을 구비한다. 또한 도 6에 도시된 PN 신호 선택부(53)는 서로 직렬

로 연결된 다수의 8비트 레지스터들(531A, 531B, 531C, 531D, 531E, 531F, 531G, 531H), 다수의 출력회로들(532A,

532B, 532C, 532D, 532E, 532F, 532G, 532H) 및 다수의 선택기들(533A1, 533A2, 533B1, 533B2, 533C1, 533C2,

533D1, 533D2, 533E1, 533E2, 533F1, 533F2, 533G1, 533G2, 533H1, 533H2)을 구비한다. 각각의 연결관계는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7에 도시된 상관기(56)는 역확산기(710), 동기 누적 레지스터부(720), 에너지 변환부(730) 및 비

동기 누적 레지스터부(740)를 구비한다.

도 5의 셀 탐색기(500)의 각 코드 생성기들(51, 52), 수신부(54) 및 피크 감지부(55)의 동작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기

능을 한다. 이하에서는 도 5 내지 도 7에 도시된 PN 신호 선택부(53) 및 상관기(56)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PN 신호 선택부(53)는 UMTS 코드 생성기(51) 및 CDMA 2000 코드 생성기(52)에 의하여 생성된 각각의 코드를 수신하

고 모드선택신호(MODE_SEL)에 응답하여 이들 코드들 중 선택적으로 출력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CDMA 2000 코드 생성기(52)에 의하여 생성된 코드는 8비트 레지스터들(531A, 531B, 531C,

531D, 531E, 531F, 531G, 531H)로 순차적으로 입력되고, 레지스터에 저장된 코드는 출력회로들(532A, 532B, 532C,

532D, 532E, 532F, 532G, 532H)을 통하여 16개의 선택기들(533A1, 533A2,...,533H2)로 출력된다. 이 때, 출력회로들

(532A, 532B, 532C, 532D, 532E, 532F, 532G, 532H)은 칩의 클럭 주파수의 8배의 클럭주파수로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8배의 속도로 레지스터에 저장된 코드를 출력하게 된다.

UMTS 코드 생성기(51)에 의하여 생성된 코드는 직접 16개의 선택기들(533A1, 533A2,...,533H2)로 출력된다. 그 후, 선

택기들(533A1, 533A2,...,533H2)은 모드선택신호(MODE_SEL)에 응답하여 UMTS 코드 생성기(51)의 출력코드 또는

CDMA 2000 코드 생성기(52)의 출력코드를 선택적으로 출력하게 된다.

도 7의 상관기(56)에서, 역확산기(despreader; 710)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코드(Rx_I, RX_Q) 및 PN 신호 선택부(53)

의 출력신호(PN_I, PN_Q)를 디스프레딩한다. 동기 누적 레지스터부(720)는 가산기(721I), 가산기(721I)와 접속된 선택기

(722I), 선택기(722I)와 각각 접속된 8비트 쉬프트 레지스터(723I), 레지스터(724I), 8비트 쉬프트 레지스터(723I)와 레지

스터(724I)의 출력단과 연결되고 그 출력이 가산기(721I)의 입력단과 피드백되는 선택기(725I)를 구비하며, 이러한 구조

는 대칭적으로 하나 더 구비한다(721Q, 722Q, 723Q, 724Q, 725Q). 전자는 I(Inphase)성분, 후자는 Q(Quadrature-

phase)성분에 대한 것이다.

각각의 선택기들(722I, 725I; 722Q, 725Q)은 모드선택신호(MODE_SEL)에 의하여 제어된다. 예컨대, 모드선택신호

(MODE_SEL)가 제 1논리상태(예컨대, 논리 하이)를 가지면, 동기 누적 레지스터부(720)는 UMTS 모드로 동작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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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724I, 724Q)에 동기 누적 결과가 저장된다. 또한 모드선택신호(MODE_SEL)가 제 2논리상태(예컨대, 논리 로

우)를 가지면 동기 누적 레지스터부(720)는 CDMA 2000 모드로 동작하게 되어 8비트 쉬프트 레지스터(723I, 723Q)에 동

기 누적 결과가 저장된다.

도 7에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동기 누적 레지스터(720)는 소정의 클럭에 동기되어 동작한다.

에너지 변환부(730)는 동기 누적 레지스터(720)의 I 및 Q성분의 출력을 입력받아 에너지신호로 변환한다. 비동기 누적 레

지스터(740)는 가산기(741), 선택기들(742, 745), 8비트 쉬프트 레지스터(743) 및 레지스터(744)를 구비한다. 비동기 누

적 레지스터(740)는 에너지 변환부(730)의 출력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합산하고 8비트 쉬프트 레지스터(743) 또는 레지스

터(744)에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도 5 내지 도 7에 상세하게 도시한 본 발명의 통합 셀 탐색기(500)는 모드선택신호(MODE_SEL)의 논리상태에 따라서 선

택적으로 UMTS 모드 및 CDMA 2000 모드에서 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셀 탐색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PN

신호 선택부(53)와 상관기(56)의 구조는 도 6 및 도 7과 같이 구현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셀 탐색기의 제 3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9는 도 8에 도시된 상관기의 구조를 좀 더 상

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에 도시된 셀 탐색기(800)는 비동기식 모드(UMTS)의 다중경로 셀 탐색기의 구조를 이용하

여, 동기식 모드(CDMA 2000)의 16배속 탐색을 가능하도록 구현한 통합 셀 탐색기이다.

도 8에 도시된 셀 탐색기(800)는 UMTS 코드 생성기(81), CDMA 2000 코드 생성기(82), PN 신호 선택부(83), 수신부

(84), 피크 감지부(85) 및 다수의 상관기들(861, 862;871, 872)을 구비한다. 상관기들(861, 862)은 8배속으로 탐색하는

제 1상관기부(86)를 구성하고, 상관기들(871, 872)은 8배속으로 탐색하는 제 2상관기부(87)를 구성한다.

PN 신호 선택부(83)는 선택기(831), 8비트 쉬프트 레지스터들(832, 833), 출력부들(834, 835)을 구비한다. 선택기(831)

는 모드선택신호(MODE_SEL)에 응답하여 UMTS 코드 생성기(81)의 출력신호 및 CDMA 2000 코드 생성기(82)의 출력

신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출력한다.

쉬프트 레지스터들(832, 833)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고, 선택기(831)의 출력을 각각 저장한다. 출력부(834)는 쉬프트 레지

스터(832)에 저장된 8개의 코드들을 병렬로 입력받아, 소정의 클럭에 동기되어 상기 코드들을 직렬로 출력한다. 출력부

(835)는 쉬프트 레지스터(833)에 저장된 8개의 코드들을 병렬로 입력받아, 소정의 클럭에 동기되어 상기 코드들을 직렬로

출력한다. 8비트 쉬프터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클럭은 칩이 동작하는 클럭의 8배 빠른 클럭인 것이 바람

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UMTS 모드의 다중경로 탐색기의 구조는 CDMA 2000 모드의 탐색기와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한 점이 있

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탐색기를 하나의 장치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관기들(861, 862; 871,

872)을 공유하고 PN 신호 선택부(83)의 모드선택신호(MODE_SEL)에 따라서 UMTS 모드 또는 CDMA 2000 모드로 선

택적으로 동작하도록 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이 때의 상관기의 구조의 일예는 도 9에 도시된다. 도 9의 상관기(861)는 역확산기(910), 동기 누적 레지스터부(920), 에

너지 변환부(930) 및 비동기 누적 레지스터부(940)를 구비한다. 그 기능 및 구조는 앞에서 설명한 상관기의 구조와 유사하

다. 다만 도 7에 도시된 상관기(56)와는 달리, 동기 누적 레지스터(920) 및 비동기 누적 레지스터(940)가 하나의 8비트 쉬

프트 레지스터(922I)를 공유하도록 구성되고, 각 모드 별로의 별도의 레지스터 및 선택기가 필요하지 않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셀 탐색기의 제 4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에 도시된 셀 탐색기(1000)는 UMTS 코드

생성기(1100), CDMA 2000 코드 생성기(1200), PN 신호 선택부(1300), 수신부(1400), 피크 검출부(1500) 및 다수의 상

관기들(1610, 1620; 1710, 1720)을 구비한다. 상관기들(1610, 1620; 1710, 1720)은 도 9의 상관기(861)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 10에 도시된 셀 탐색기(1000)는 앞에서 설명된 다른 셀 탐색기들에 비하여, PN 신호 선택부(1300)의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PN 신호 선택부(1300)는 다수의 쉬프트 레지스터들(1310, 1320, 1330, 1340, 1350, 1360), 출력부들

(1311, 1321, 1331, 1341, 1351, 1361) 및 선택기들(1312, 1322, 1332, 1342)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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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TS 코드 생성기(1100)에 의하여 생성된 코드들은 쉬프트 레지스터들(1310, 1320, 1330, 1340)로 병렬로 입력된다.

도 10에서, 총 32개의 코드들이 4개의 8비트 쉬프트 레지스터로 병렬로 입력된다. 쉬프트 레지스터들(1350, 1360)은 서

로 직렬로 접속되고, CDMA 2000 코드 생성기에 의하여 생성된 코드들을 순차적으로 입력받아 이를 저장한다.

출력부들(1311, 1321, 1331, 1341, 1351, 1361)은 소정의 클럭에 동기되어 쉬프트 레지스터로부터 수신하는 코드를 직

렬로 출력한다. 그 클럭의 속도는 칩이 동작하는 클럭의 8배인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기들(1312, 1322, 1332, 1342)은 모

드선택신호(MODE_SEL)의 논리상태에 따라서 UMTS 코드 생성기(1100)에 의하여 생성된 코드들 또는 CDMA 2000 코

드 생성기(1200)에 의하여 생성된 코드들을 선택적으로 출력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모드선택신호(MODE_SEL)에 응답하여 UMTS 모드 시 32개의(4개의 코드 그룹) PN 코드를 동시

에 탐색할 수 있는 제 3단계 탐색기로 동작하게 되고, CDMA 모드 시 CDMA 셀 탐색기로 동작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두 가

지의 통신 모드를 지원하는 듀얼 모드 모뎀에 있어서, 하나의 셀 탐색기를 사용하여 두 가지 다른 셀 탐색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는 통합 셀 탐색기는 하나의 셀 탐색기를 이용하여 다른 통신모드에서의 셀 탐색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듀얼 모드 모뎀의 칩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칩 크기의 감소로 탐색 시간 및 속도를 향상시키

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동기식 모드와 동기식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모드(dual mode) 모뎀의 통합 셀 탐색기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식 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소정의 코드를 생성하는 제 1코드 생성기;

상기 동기식 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소정의 코드를 생성하는 제 2코드 생성기;

상기 제 1코드 생성기의 출력 및 상기 제 2코드 생성기의 출력을 수신하고, 소정의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코

드 생성기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 2코드 생성기의 출력신호 중 어느 하나의 출력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PN 신호 선택

부; 및,

기지국으로부터 일련의 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코드와 상기 PN 신호 선택부의 출력신호를 코릴레이팅(correlating)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상관기(correlator)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탐색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코드 및 상기 PN 신호 선택부의 출력신호를 디스프레딩하여 출력하는 역확산기;

상기 역확산기의 출력신호를 수신하고 소정의 클럭에 동기되어 상기 역확산기의 출력신호를 누적하여 합산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동기 누적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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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기 누적 레지스터의 출력신호를 에너지 신호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기; 및,

상기 에너지 변환기의 출력신호를 누적하여 합산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비동기 누적 레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셀 탐색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셀 탐색기는

상기 상관기들의 출력신호들 수신하고, 상기 상관기들의 출력신호들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코드와 상관도가

높은 소정의 개수의 피크값들을 검출하여 그 검출결과를 출력하는 피크 감지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탐색

기.

청구항 4.

제 1통신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제 1코드를 생성하는 제 1코드 생성기;

제 2통신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위하여 제 2코드를 생성하는 제 2코드 생성기;

상기 제 1코드 및 상기 제 2코드를 수신하고 버퍼링하며, 소정의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코드 또는 상기 제 2

코드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PN 신호 선택부;

기지국으로부터 일련의 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코드와 상기 PN 신호 선택부의 출력신호를 코릴레이팅하여 출력하는 다수

의 상관기(correlator)들을 구비하며,

상기 모드선택신호의 논리상태에 따라 제 1통신모드에서의 셀 탐색 또는 제 2통신모드에서의 셀 탐색을 선택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탐색기.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PN 신호 선택부는

상기 제 1코드를 수신하고 버퍼링하는 다수의 N 비트 레지스터들;

상기 N 비트 레지스터들에 저장된 비트신호를 소정의 클럭에 동기되어 직렬로 출력하는 다수의 출력회로; 및,

상기 출력회로의 출력신호 및 상기 제 2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회로의 출력신호 또는

상기 제 2코드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선택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탐색기.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은

상기 셀 탐색기에서 사용되는 표준 클럭의 클럭주파수의 N배의 클럭주파수를 가지는 클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탐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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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코드 및 상기 PN 신호 선택부의 출력신호를 디스프레딩하여 출력하는 역확산기;

상기 역확산기의 출력신호를 수신하고 소정의 클럭에 동기되어 상기 역확산기의 출력신호를 누적하여 합산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동기 누적 레지스터부;

상기 동기 누적 레지스터부의 출력신호를 에너지 신호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기; 및,

상기 에너지 변환기의 출력신호를 누적하여 합산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비동기 누적 레지스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셀 탐색기.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셀 탐색기는

상기 상관기들의 출력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상관기들의 출력신호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코드와 상관도가 높

은 소정의 개수의 피크값을 검출하여 그 검출결과를 출력하는 피크 감지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탐색기.

청구항 9.

제 1통신모드와 제 2통신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모드(dual mode) 모뎀의 통합 셀 탐색기에 있어서,

상기 제 1통신모드 및 상기 제 2통신모드 각각의 셀 탐색에 사용되는 제 1코드 및 제 2코드를 각각 생성하는 코드 생성부;

상기 코드 생성부에 의하여 생성된 상기 제 1코드 및 상기 제 2코드를 소정의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선택적으로 출력

하는 PN 신호 선택부; 및,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소정의 코드신호와 상기 PN 신호 선택부의 출력신호와 코릴레이팅하여 그 상관도를 계산하는 상

관부를 구비하고,

상기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코드와 상기 코드신호의 상관도가 계산되거나 상기 제 2코드와 상기 코드신호와

의 상관도가 계산됨으로써, 상기 제 1통신모드 및 상기 제 2통신모드의 셀 탐색이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탐색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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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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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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