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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방법 및그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이동통신 무선신호를 수신하

는 이동통신 무선신호 수신부와, 근거리에 위치한 다른 휴대용 단말기와 미리 설정된 방식의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근거

리 통신부와, 무선신호 수신부와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수신한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부와,

근거리 통신부를 이용하여 다른 휴대용 단말기와 근거리 통신망을 형성하며 다른 휴대용 단말기로 자신의 이동통신 무선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전송토록 하며, 근거리 통신부가 이를 수신하여 신호 처리부로 제공하도록 제

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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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이동통신 무선신호를 수신하는 이동통신 무선신호 수신부와,

근거리에 위치한 다른 휴대용 단말기와 미리 설정된 방식의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근거리 통신부와,

상기 무선신호 수신부와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수신한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부와,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이용하여 다른 휴대용 단말기와 근거리 통신망을 형성하며 상기 다른 휴대용 단말기로 자신의 이동

통신 무선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상기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전송토록 하며, 상기 근거리 통신부가 이를 수신하여 상기 신

호 처리부로 제공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된 방식의 근거리 통신은 블루투스 방식 또는 WLAN(Wireless LAN) 방식임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처리부는 상기 이동통신 무선신호 수신부에서 제공된 기저대역 신호를 역확산하여 데이터 1비

트에 대한 누적값을 출력하는 역확산기와,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다른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제공된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 또는 프레임

을 역다중화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역확산기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과 상기 역다중화기를 통해 다른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제공된 데

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을 합산하는 합산기와,

상기 합산기의 출력으로부터 데이터 비트값을 판별하는 판별기와,

상기 판별기의 출력을 통해 프레임을 구성하는 프레임 구성기와,

상기 역다중화기를 통해 다른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제공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 구성기로부터 제공된 프레임 중에서 미

리 설정된 방식에 따라 한 프레임을 선택하는 프레임 선택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근거리 통신부는 WLAN(Wireless LAN) 송수신부이며,

상기 이동통신 무선신호 수신부에서 수신한 신호를 상기 신호처리부 또는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전송하도록 경로 설

정을 하는 스위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신호 처리부는 상기 무선신호 수신부를 통해 수신한 신호 및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다른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각각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 및 기저대역으로 복조하는 복조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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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조기들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결합(soft-combining) 또는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디코딩을 수행

하는 결합기와,

상기 결합기에서 출력된 신호를 채널 디코딩하는 채널 디코더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상기 다른 휴대용 단말기로 캐리어 주파수(carrier frequency), AGC(Auto

Gain Control) 레벨 정보, VCTCXO(Voltage controlled & 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 전압 정보

를 포함하는 수신 신호 처리를 위한 정보를 전송하여 이에 따라 동작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5.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메인 휴대용 단말기에서 무선신호 수신 모드인 상태에서, 근처의 서브 휴대용 단말기와 근거리 무선 통신 접속 동작을 수

행하여 근거리 무선 통신 접속을 행하는 과정과,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에서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 접속을 행한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로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

해 미리 설정된 다이버시티 기능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며 이에 대한 허용 신호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에서 현재 접속한 기지국으로 상기 허용 신호를 수신한 서브 휴대용 단말기의 정보를 전송하며 다

이버시티 기능 요청을 하는 과정과,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상기 다이버시티 기능 요청을 받은 기지국에서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 및 상기 서브 휴

대용 단말기로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에 전송해야할 데이터를 동일하게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받은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의 데이터를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

으로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 및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신호를 처

리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된 방식의 근거리 통신은 블루투스 방식 또는 WLAN(Wireless LAN) 방식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에서 상기 수신한 메인 휴대용 단말기의 데이터를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상

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할 경우에 수신한 신호의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 또는 프레임 데이터를 전송함을 특징

으로 하는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방법.

청구항 8.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무선신호 수신 모드인 상태에서, 주위의 근처의 서브 휴대용 단말기와 WLAN(Wireless LAN)을 통하여 접속하여 애드혹

통신 모드를 확립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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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주파수(carrier frequency), AGC(Auto Gain Control) 레벨 정보, VCTCXO(Voltage controlled & 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 전압 정보를 포함하는 수신신호 처리를 위한 정보를 상기 WLAN을 통해 상기 서브 휴

대용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로 하여금 해당 전송된 정보에 따라 무선신호 수신하여 전송토록 하는 과

정과,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무선 신호 및 자체 수신한 무선신호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 처리 동작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을 위한 동작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신호 처리를 위한 정보를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연속적으로 송신하여 업데이트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을 위한 동작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과 같은 무선망에서 수신 신호 처리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이버시티(diversity)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 시스템에 존재하는 무선 채널 환경은 유선 채널 환경과는 달리 다중 경로 간섭(multipath

interference)과, 쉐도잉(shadowing), 전파 감쇠, 시변 잡음 및 간섭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실제 송신 신호에서 왜

곡된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다중 경로 간섭에 의한 페이딩은 반사체나 사용자, 즉 사용자 단말기의 이동성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실제 송신 신호와 간섭 신호가 혼재한 형태로 수신된다. 이러한 페이딩 현상은 수신 신호의 크기

(amplitude)와 위상(phase)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 무선 채널 환경에서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며, 상

기 페이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

송하기 위해서는 페이딩 현상과 같은 이동 통신 채널의 특성에 따른 손실 및 사용자별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페이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 중 효과적인 방식으로서 다중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상기

다중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식은 무선 채널 환경에서 독립적인 페이딩 현상을 겪은 다수의 전송 신호들을 수신하여 페이딩

현상에 따른 왜곡에 대처하게 된다. 상기 다중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식에는 주파수 다이버시티(frequency diversity) 방

식, 다중 경로 다이버시티(multipath diversity) 방식 및 공간 다이버시티(space diversity)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들

이 채용될 수 있다.

주파수 다이버시티 기법은 주파수마다 서로 다른 전파 특성을 가지므로 서로 페이딩 특성이 독립적인 2개 이상의 주파수

를 동시에 사용하는 다이버시티 기법으로서, 양 주파수가 다르므로 페이딩을 받는 상태가 다르고 양 주파수의 수신 출력의

최악 상태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적게 되므로 페이딩의 영향을 적게 할 수 있다.

상기 공간 다이버시티 방식은 두 개 이상의 안테나들을 사용하여 다이버시티 이득을 획득하는 방식으로서, 한 안테나를 통

해 송신한 신호가 페이딩 현상에 의해 감쇄된 경우, 나머지 안테나를 통해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여 다이버시티 이득을 획

득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상기 공간 다이버시티 방식은 수신 안테나들을 다수개로 구비하여 적용하는 수신 안테나 다이버

시티 방식과 송신 안테나들을 다수개로 구비하여 적용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식 및 다수개의 수신 안테나들과 다

수개의 송신 안테나들을 구비하여 적용하는 다중 입력 다중 출력(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중 안테나를 이용한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할 시에 주요 문제점은 안테나 어레이의 물리적인 크기이다.

즉, 휴대용 단말기에서 다중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위한 두 개 이상의 안테나 설치시 안테나간 최소 이격 거리(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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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coupling)인 /4(quater-wavelength for 800, 1900, 2100 MHz)를 가지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이는 약

1m 또는 4~5m 정도의 안테나 간격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점을 고려할 경우에 셀룰러 폰이나 랩탑 컴퓨터 등과 같은

장치들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비록 상기 최소 이격 거리를 무시하며 하나의 휴대용 단말기에 다중 안테나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안테나간의 거리가 충분히 이격되지 못해 효율적인 공간 다이버시티 특성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더

욱이 두 개의 수신 경로로 인한 전력 소모량을 감내하기에는 현재의 휴대용 단말기로서는 그 구현에 어려움이 많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안테나간 최소 이격 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선망에서 다

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은 다른 목적은 단일 입출력 안테나를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안테나 다이버시티 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양상은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을 위한 휴대용 단말

기에 있어서, 이동통신 무선신호를 수신하는 이동통신 무선신호 수신부와, 근거리에 위치한 다른 휴대용 단말기와 미리 설

정된 방식의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근거리 통신부와, 상기 무선신호 수신부와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수신한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부와,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이용하여 다른 휴대용 단말기와 근거리 통신망을 형

성하며 상기 다른 휴대용 단말기로 자신의 이동통신 무선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상기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전송토록 하며,

상기 근거리 통신부가 이를 수신하여 상기 신호 처리부로 제공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은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메인 휴대용 단말기에서

무선신호 수신 모드인 상태에서, 주위의 근처의 서브 휴대용 단말기와 근거리 무선 통신 접속 동작을 수행하여 근거리 무

선 통신 접속을 행하는 과정과,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하여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로 미리 설정된 다이버시티 기능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며 이에 대한 허용 신호를 수신하는 과정과, 현재 접속한 기지국으로 상기 허용 신호를 수신한 서브

휴대용 단말기의 정보를 전송하며 다이버시티 기능 요청을 하는 과정과,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와 접속한 기지국에서 상

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상기 다이버시티 기능 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기 메인, 서브 휴대용 단말기로 메인 휴대용 단

말기에 전송해야할 데이터를 동일하게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에서 상기 수신한 메인 휴대용 단말기의

데이터를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에서 상기 기

지국 및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무선신호 수신 모드인 상태에서, 근처의 서브 휴대용 단말기와 WLAN(Wireless LAN)을 통하여 접속하여 애드혹 통신 모

드를 확립하는 과정과, 캐리어 주파수(carrier frequency), AGC(Auto Gain Control) 레벨 정보, VCTCXO(Voltage

controlled & 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 전압 정보를 포함하는 수신신호 처리를 위한 정보를 상기

WLAN을 통해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로 하여금 해당 전송된 정보에 따라 무선신호

수신하여 전송토록 하는 과정과,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무선 신호 및 자체 수신한 무선신호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 처리 동작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소자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변형이나 혹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도로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 무선망에서 안테나 다이

버시티 특성을 얻도록 근거리 통신망 또는 이동 애드 혹 망(MANET: Mobile Ad-Hoc Network)과 광지역 무선망을 포함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10)이 개시되고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이러한 이동통신 시스템(10)은 해당 서비스 영역 내에 위치

한 휴대용 단말기(이동국)(111, 112, 113, 114)와 통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기지국(Base Station Transceiver

System(101)과, 여러 기지국을 운영 관리하는 교환국 시스템(MSC: Mobile Switching Center)(100) 등으로 구성된다.

점선으로 도시된 화살표는 휴대용 단말기(111~114)간의 근거리 통신망 또는 애드혹 망의 무선 주파 수 링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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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10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음성신호뿐만 아니라, IEEE 802.16, IEEE 802.20, CDMA 2000, 1xEV-DV,

1xEV-DO 또는 유사한 표준들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휴대용 단말기(111~114)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때 기지국(101)

은 1내지 3킬로미터의 반경의 담당구역을 갖는다. 기지국(101)은 순방향 채널(120)로 600 Kbps내지 2Mbps의 데이터 전

송율로 휴대용 단말기(111~114)에게 전송한다. 이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기지국은 휴대용 단말기(111~114)와 데

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종래의 다중-입력, 다중-출력(MIMO) 안테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안테나 시스템(102)은

A, B, C 및 D라고 표시된 4개의 안테나 요소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휴대용 단말기(111 ~ 114)는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거나, 또는 애드혹 노드에서

동작하는 단말기(예를 들면, 셀룰러 폰, IEEE-802.11 장치)로서, 휴대용 단말기(111~114)는 기지국(101)으로부터 데이

터를 수신하고 전송하기 위해 일반적인 단일-입력, 단일-출력(SISO: Single Input Single Output)안테나 시스템들을 사용

한다. 그런데,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 이러한 휴대용 단말기(111~114)는 각각의 휴대용 단말기에게 가상의 안테나 다이

버시티 특성 및 더욱이 MIMO 안테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근거리 통신망 또는 이동 애드혹 망을 형성함으로써 기지국(101)

이 전송하는 신호들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기능을 채용한 휴대용 단말기의 개략적인 전체 블록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휴대용 단말기는 이동통신 무선 주파수(RF) 송수신부(210), 송신(TX)신호 처리회로(224)

및 수신신호 처리회로(222)로 구성된 신호 처리부(220), 음성 처리부(230), 주제어부(240), 입/출력(I/O) 인터페이스

(270), 키입력부(250), 표시부(260), 메모리(280) 및 근거리 통신부(290)를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에서, 이동통신 무선신호 송수신부(210)와 근거리 통신부(290)라

명명된 두 송수신부가 보이고 있다. 휴대용 단말기는 예를 들면, CDMA 2000 표준, IEEE-802.16 표준 등에 따른 기지국

과의 원거리 통신을 수행할 때는 이러한 이동통신 무선신호 송수신부(210)를 사용한다. 또한 휴대용 단말기는 예를 들어,

블루투스 표준이나 IEEE-802.11 표준에 따라 다른 휴대용 단말기가 근거리 통신을 수행할 때는 근거리 통신부(290)를 사

용한다. 한편, 이러한 이중 송수신기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 핵심적인 구성은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무선망의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휴대용 단말기와도 직접

통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는 이동통신 무선신호 송수신부(210)와, 근

거리 통신부(290)에서 채용되는 두 개의 안테나가 보이고 있으나, 하드웨어적으로, 이러한 두 개의 안테나는 하나의 안테

나로 구성할 수 있으며, 듀플렉서 등을 이용하여 각 신호대역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구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하, 상기 도 2에 도시된 휴대용 단말기의 각 기능부의 구성 및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이동통신 무선

신호 송수신부(210)는 기지국에서 전송한 무선 신호들을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IF)또는 기저대역(Baseband)신호를 생성

하기 위해 다운 컨버팅한다. 상기 중간 주파수 또는 기저대역 신호는 신호처리부(220)의 수신신호 처리회로(222)로 보내

어지며, 수신신호 처리회로(222)는 상기 기저대역 신호 또는 중간 주파수 신호를 디지털화하거나 디코딩, 필터링하는 동

작을 수행한다. 수신신호 처리회로(222)는 해당 처리한 신호(예를 들어, 음성 데이터)를 음성 처리부(230) 또는 더 많은 처

리(예를 들어 웹 브라우징)를 위해 주제어부(240)로 전송한다. 음성 처리부(230)는 수신신호 처리회로(222)로부터 제공된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234)를 통해 가청음으로 출력하며, 마이크(232)를 통해 입력된 음성신호를 디지

털화하여 신호처리부(220)의 송신신호 처리회로(224)로 제공한다.

송신신호 처리회로(224)는 음성 처리부(230)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음성신호와 주제어부(240)로부터 출력되는 기저대역

데이터(예를 들어, 웹 데이터, 비디오 게임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인코딩(encode), 다중화(multiplex)하여 이동통신 무

선신호 송수신부(210)로 제공한다. 메모리부(280)는 롬(ROM), 이이피롬(EEPROM), 램(RAM) 등으로 구성되며, 휴대용

단말기의 각종 동작 프로그램 및 동작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저장한다.

주제어부(240)는 메모리부(280)에 저장된 동작 프로그램에 따라 휴대용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그러한 동작

중에 하나로, 주제어부(240)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동통신 무선신호 송수신부(210), 신호 처리부(220)를 통해 순방향

채널의 수신율과 역방향 채널 신호들의 전송을 제어한다. 또한 주제어부(240)는 입/출력 인터페이스(270)와 접속된다. 입

/출력 인터페이스(270)는 주변 장치들과 주제어부(240)간의 통신 경로로서, 휴대용 단말기가 랩탑(laptop) 컴퓨터들과 같

은 다른 장치들에 연결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주제어부(240)는 키입력부(250)와 표시부(260)와 접속한다. 키입력부(250)

는 다수의 숫자키와 각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키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의 키 입력에 의해 키 데이터의 전기

적 신호를 주제어부(240)로 출력한다. 표시부(260)는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 LCD)일 수 있으며, 주제

어부(260)의 제어하에 휴대용 단말기의 각종 동작 수행에 따른 적절한 내용의 문자, 또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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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 구성되는 근거리 통신부(290)는 예를 들어, 블루투스 표

준이나 IEEE-802.11 표준에 따라 근거리에 위치한 다른 휴대용 단말기와 근거리 통신을 수행 한다. 주제어부(240)는 이

러한 근거리 통신부(290)를 이용하여 다른 휴대용 단말기와 접속한 후 해당 접속한 단말기로 자신의 이동통신 무선신호를

수신토록 하며, 해당 접속한 단말기로 하여금 수신한 신호를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전송토록 한다. 이와 같이 다른 단말기

로부터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신호는 신호처리부(220)에 제공되며, 신호처리부(220)는 안테나 다이버시티의 특성

을 얻도록 해당 신호를 처리하게 된다. 이하 이러한 구성 및 동작의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기능을 채용한 휴대용 단말기의 주요부 블록 구

성도로서, 블루투스 통신망을 이용한 구성이 개시되고 있다. 도 3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두 개의 휴대용 단말기, 즉 참조

번호 310의 휴대용 단말기(Main)와, 참조번호 320의 휴대용 단말기(Sub)가 개시되고 있다. 또한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

각의 휴대용 단말기(310, 320)의 상세 구성에서는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에서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의 이동통신 무

선신호를 수신 및 처리하여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로 블루투스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며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에서는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에서 전송된 신호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구성만 개시되고 있으나, 두 휴대용 단말기(310, 320)의

상대편 단말기의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에서 신호처리부(222a)는 이동통신 무선신호 송수신부(210a)에서 제공된 기저

대역 신호를 역확산하여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을 출력하는 역확산기(222-1a)와, 제어신호(Ctl)에 따라 블루투스 모

듈(290a)을 통해 다른 휴대용 단말기(320)로부터 제공된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 또는 프레임을 역다중화하는 역다

중화기(222-5a)와, 상기 역확산기(222-1a)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과 역다중화기(222-5a)를 통해 다

른 휴대용 단말기(320)로부터 제공된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을 합산하는 합산기(222-6a)와, 합산기(222-6a)의 출

력으로부터 데이터 비트가 '1' 또는 '0'인지 판별하는 판별기(222-2a)와, 판별기(222-2a)의 출력을 통해 프레임을 구성하

는 프레임 구성기(222-3a)와, 상기 역다중화기(222-5a)를 통해 다른 휴대용 단말기(320)로부터 제공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 구성기(222-3a)로부터 제공된 프레임 중에서 더 유용한 프레임을 선택하는 프레임 선택기(222-4a)를 포함한다.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에서 신호처리부(222b)는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의 신호처리부(222a)의 모든 구성을 구

비함과 아울러, 제어신호(Ctl)에 따라 역확산기(222-1b)와 프레임 구성기(222-3b)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 또는 프레임을 다중화하는 다중화기(222-5b)를 구비한다.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에서 다중화기(222-5b)의 출

력은 블루투스 모듈(290b)을 통해 상기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로 전송된다. 한편, 상기 도 3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시하지 않았으나,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에서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의 다중화기(222-5b)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가짐을 이해하여야 한다.

기지국은 상기한 구성을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310, 320)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에 전송해야할

데이터를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와 더불어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에도 동일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메인 휴대용 단말

기(310)에서는, 휴대용 단말기(310)의 수신 경로(path)에서 얻은 데이터 1비트(Bit)에 대한 누적(Accumulation)값과, 고

속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얻은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의 수신 경로에서 얻은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을 합산하여,

수신한 데이터 비트가 1인지 0인지 판별하는데 이용한다. 또는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 수신 경로에서 얻은 프레임

(Frame) 데이터와 고속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얻은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의 수신 경로에서 얻은 프레임 데이터를 프레

임 선택기(222-4a)에서 비교하여 보다 유용한 프레임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에 따른 수신부 성

능(BER-Bit Error Rate) 개선 효과는 일반적인 주파수 및 공간 다이버시티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할 것이다.

한편, 상기한 구성을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와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간의 동기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에서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들을

합산하여, 판별기(222-2a)에서 1 or 0인지 판별하는 경우와, 프레임들을 비교하는 프레임 선택기(222-4a)에서 프레임을

선택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PN(Pseudo random Noise) 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동일한 기

지국에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와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가 연결된 경우로, 예를 들면, A 기지국의 PN1이 메인 휴대

용 단말기(310)와 연결되어있고, A 기지국의 PN2가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PN을 이용하여, 동시에 한 지점에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또한, PN 1칩 지연(Chip Delay)에 비해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와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가 아주 작은 거리 이격 되어 있으므로, A 기지국과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간의

PN1 지연과 A 기지국과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의 PN2 지연간의 차이는 아주 작게 된다. 따라서, 현재 수신한 데이터 1

비트가 1인지 0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용될 값을 누적하는 동안에, 이전에 얻은 누적값들을 이용하여 이전에 수신한 데이

터 1비트가 1인지 0인지 판별하면 된다. 예를 들어, PN 전송율(Rate)이 1.2288Mcps일 경우, PN 1칩 지연은

244.14meters이며, 데이터 전송율이 9.6Kbps의 경우, 하나의 데이터에 PN 칩이 128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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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후자의 경우는, 프레임 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기지국에 휴대용 단말기들이 연결된 경우로, 예를

들면, A 기지국에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가 연결되고, B 기지국에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가 연결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MSC(Mobile Switching Center)에서 동일한 데이터가 동일한 시점에 A 기지국 과 B 기지국으로 전송되고,

이들 데이터는 각각의 기지국을 경유해서, 메인 휴대용 단말기(310)와 서브 휴대용 단말기(320)에 도달하는데, 이 경우,

MSC와 각각의 기지국간의 거리 차이와 각각의 기지국과 각각의 휴대용 단말기간의 거리차이 때문에 데이터 지연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MSC에서 송신될 때 각각의 프레임에 순환숫자 형식의 프레임번호를 추가함으로 메인 휴대용 단말기

(310)의 프레임 선택기(222-4a)에서 해당 프레임 번호들이 일치되는 프레임을 비교하여, 보다 유용한 프레임을 선택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의 주요 과정을 나타낸 개략

적인 사다리 흐름도로서, 예를 들어 메인 휴대용 단말기(A)가 기지국 A를 통해 음성통화 등을 위한 무선신호 수신 모드인

상태에서의 동작을 나타낸다.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410단계에서 메인 휴대용 단말기 A는 무선 신호 수신모드에서 근처

의 서브 휴대용 단말기(들) B와 블루투스 접속 동작을 수행하여 블루투스 접속을 행하게 되며, 이후 412단계에서 본 발명

의 특징에 따라 미리 적절히 설정된 다이버시티 기능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서브 휴대용 단말기 B가 414단계

에서 다이버시티 기능 요청에 대한 허용 신호(OK)를 전송하게 되면, 메인 휴대용 단말기는 이후 416단계에서 기지국 A로

다이버시티 기능 요청을 하게 되며, 이때 블루투스 접속이 이루어진 서브 휴대용 단말기 B의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지국 A는 420a, b단계에서 메인, 서브 휴대용 단말기 A, B로 메인 휴대용 단말기 A에 전송해야할 데이터를 동일하

게 전송한다. 이때 서브 휴대용 단말기 B는 상기 420단계에서 수신한 신호의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을 계산하여

422a단계에서 메인 휴대용 단말기 A로 미리 적절히 설정된 포맷의 메시지로 전송하며, 메인 휴대용 단말기 A는 이에 따라

423단계에서 자체 계산한 데이터 1비트에 대한 누적값과,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 B의 수신 경로에서 얻은 데이터 1비트

에 대한 누적값을 합산하여, 수신한 데이터 비트가 1인지 0인지 판별하는데 이용한다.

한편, 도 4에서 점선으로 도시된 과정은 양 휴대용 단말기 A, B가 각각 서로 다른 기지국 A, B에 연결된 경우로서, 상기

416단계에서 메인 휴대용 단말기 A의 다이버시티 기능 요청 메시지는 기지국 A를 거쳐 MSC로 전송되며(미도시), MSC

는 동일한 데이터를 기지국 A와 기지국 B로 전송하게 된다(미도시). 이들 데이터는 각각의 기지국 A, B를 경유해서, 각각

424a단계 및 424b단계에서 서브 휴대용 단말기B와 메인 휴대용 단말기 A로 전송되며, 서브 휴대용 단말기 B는 426단계

에서 이를 처리한 프레임 데이터를 메인 휴대용 단말기 A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메인 휴대용 단말기 A는 427단계에서 자

체 수신 경로에서 얻은 데이터와 상기 서브 휴대용 단말기 B를 프레임 데이터를 비교하여 보다 유용한 프레임을 얻게 된

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기능을 채용한 휴대용 단말기의 주요 블록 구

성도로서, WLAN(Wireless LAN)을 이용한 구성이 도시된다. 도 5에 도시된 구성은 WLAN 애드혹(ad-hoc)

(connectivity) 모드를 이용하여, 타 단말기의 허용하에 수신부를 공용화하여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으

로서, 도 5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두 개의 휴대용 단말기, 즉 참조번호 500의 휴대용 단말기(Main)와, 참조번호 500b의

휴대용 단말기(Sub)가 개시되고 있으며, 두 휴대용 단말기(500, 500b)의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동일함을 이해하여 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두 휴대용 단말기(500, 500b)는 WLAN 송수신부(520, 520b)를 구비하고 있으며, 또한 신호 처리부로서

의 모뎀(540, 540b)은 다이버시티 수신 또는 MIMO 복조를 위한 신호 처리부를 구비하여 한다. 또한 타 단말기의 무선 신

호 경로 제어용 신호를 WLAN을 통해 수신한 후 이에 따라 경로 설정을 하기 위한 스위치(또는 멀티플렉서)(530, 530b)를

내장한다.

각각의 휴대용 단말기(500, 500b)의 WLAN 송수신부(520)는 WLAN 송신부(522) 및 WLAN 수신부(524)로 구성되며, 메

인 휴대용 단말기(500)는 이러한 WLAN 송수신부(520)를 이용하여 WLAN을 통하여 서브 휴대용 단말기(500b)(인접한

단말기, /4이상)의 수신부에 적합한 제어신호(캐리어 주파수 설정, AGC 파라미터, VCTCXO 제어 전압)를 보낸다. 이

에 따라 서브 휴대용 단말기(500b)는 이동통신 무선신호 처리부(510b)에서 수신한 무선 신호를 스위치(530b) 및 WLAN

송수신부(520b)를 이용하여 WLAN을 통해 메인 휴대용 단말기(500)로 송신한다. 메인 휴대용 단말기(500)의 모뎀(540)

은 자체 수신한 무선 신호 및 WLAN 송수신부(520)를 통해 서브 휴대용 단말기(500b)로부터 WLAN을 통해 전송된 무선

신호를 각각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 및 기저대역으로 복조하는 복조기(542, 544)와 상기 복조기(542, 544)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결합(soft-combining)하거나 MIMO 디코딩을 수행하는 결합기(546) 및 결합기(546)에서 출력된 신호를 채널 디

코딩하는 채널 디코더(548) 등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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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구성을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500, 500b)의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메인 휴대용 단말기

(500)는 주변의 단말기(선택 가능한 다른 단말기)에게 WLAN을 통하여 수신부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

과정에서 WLAN의 주파수/송수신 전력 등의 정보가 교환되고 안정화되어야 한다. 승인 후에는 무선신호 수신부 공통 사용

을 위하여 메인 휴대용 단말기의 파라미터가 서브 휴대용 단말기에 전송된다. 이러한 파라미터로는 캐리어 주파수(carrier

frequency), AGC(Auto Gain Control) 레벨 정보, VCTCXO(Voltage controlled & 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 전압 정보 등이다. 이러한 정보는 메인 휴대용 단말기(500)에서 전송되는 초기화 정보이며, 이후에도

메인 휴대용 단말기(500)는 WLAN 송신 채널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 업데이트 과정은 통상의 WLAN 동

작 즉 RTS/CTS/DATA/ACQ(Request To Send / Clear To Send / DATA / Acquisition) 과정이며, 이때 최적화된 즉,

수신 다이버시티를 통하여 최대화되는 이득(gain)이 확인되는 업데이트 전송율(rate)을 가지도록 WLAN 간 통신이 규정

되어야 한다. 이때 전송된 업데이트된 정보들(캐리어 주파수, AGC 레벨 정보, VCTCXO 전압 정보)은 종래 2.5G/3G 제어

부를 공통 이용 가능하기 위한, 레지스터 + 멀티플렉스(스위치)를 갖도록 설계되거나, 적어도 스위치로 제어 가능해야 한

다. 이득이 최대화되려면 양 단말기간의 거리 및 위치가 고정됨이 바람직하며, 만약 위치 정보(안테나 이격 거리/각도 등)

를 업데이트 하려면 자이로센서(gyro-senso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즉, 메인 휴대용 단말기)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동

작의 흐름도로서, 메인 휴대용 단말기 음성통화 등을 위한 무선신호 수신 모드인 상태에서의 동작을 나타낸다. 도 6을 참

조하면, 먼저 610단계에서 휴대용 단말기는 주변의 다른 휴대용 단말기들과 WLAN 애드혹 통신 모드를 확립한다. 이후

612단계에서 수신신호 처리를 위한 초기화 정보(캐리어 주파수, AGC 레벨, VCTXO 전압)를 통신 모드를 확립한 주변 휴

대용 단말기로 전송한다. 이러한 동작에 따라 주변의 서브 휴대용 단말기는 해당 전송된 정보에 따라 무선신호 수신 동작

을 수행한다. 이후 614단계에서는 무선신호 경로 설정을 위한 스위치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때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인 휴대용 단말기(500)는 이동통신 무선신호 수신부(510)에서 수신된 신호가 스위치(530)를 거쳐 모뎀으로 제공

되도록 스위치(530)의 경로 스위칭 제어를 수행하며, 서브 휴대용 단말기(500b)는 무선신호 수신부(510b)에서 수신된 신

호가 스위치(530b)를 거쳐 WLAN 송수신부(520b)로 제공되도록 경로 스위칭 제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서브 휴대용 단

말기(500b)에서 수신된 무선신호는 메인 휴대용 단말기(500)로 전송되며, 메인 휴대용 단말기는 616단계에서 이와 같이

수신한 무선신호들의 처리 동작을 수행한다. 이후 618단계에서는 수신신호 처리를 위한 정보 업데이트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방법 및 그 장치의 구성 및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편 상기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의 설명에서는 하나의 메인 휴대용 단말기와 하나의 서브

휴대용 단말기의 구성 및 동작을 통해 본 발명의 다이버시티 특성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예로서 설명하였으나, 둘 이

상 다수의 서브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메인 휴대용 단말기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구현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설명에서는 단말기간의 근거리 통신시에 블루투스나 WLAN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외에도 BFN

(Beam Forming Network)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청구범위와 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하여 정하여져

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망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기술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안테나간

최소 이격 거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특히 단일 입출력 안테나를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안테나 다이버시티 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기능을 채용한 휴대용 단말기의 개략적인 전체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기능을 채용한 휴대용 단말기의 주요부 블록 구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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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의 주요 과정을 나타낸 개략

적인 사다리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기능을 채용한 휴대용 단말기의 주요 블록 구

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에서 다이버시티 특성을 이용한 신호 수신 동작의 흐름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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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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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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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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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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