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1/4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1월24일

10-0673406

2007년01월17일

(21) 출원번호 10-2005-0007044 (65) 공개번호 10-2006-0086136

(22) 출원일자 2005년01월26일 (43) 공개일자 2006년07월31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1월26일

(73) 특허권자 아태위성산업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석봉동 305-3

(72) 발명자 류장수

경기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253-99 매경빌리지 B-301

조영행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삼성아파트 1010동302호

김정수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신동아리버파크아파트 706동2311호

(74) 대리인 채종길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1211017 A

KR1020000065089 A *

US5535432 A

JP2001268652 A

KR1020050066797 A

US6580921 B1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오군규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54) 지상 휴대전화기에 탑재되는 위성 통신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의 지상 휴대전화기와, 위성과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를 가지는 위성 통신 모

듈(SCM)을 탑재하여 지상 무선통신뿐만 아니라 지상 휴대전화기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위성 통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와 소정의 컨넥터를 이용하여 위성과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를 가지는 상기 위성 통

신 모듈을 탑재하고,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와 연결된 상기 위성 통신 모듈이 상호 소정의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인터

페이스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위성 통신 모듈의 송수신 신호에 따라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의 제어부를 통해

표시부, 키입력부, 스피커 및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위성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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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지상 휴대전화기 내에 탑재하기 위한 위성 통신 장치에 있어서,

위성으로부터 고주파 위성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와,

상기 고주파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한 후 기저대역신호로 변환하고, 기저대역신호를 중간 주파

수로 변환한 후 고주파 위성 신호로 변환하는 고주파 처리부와,

상기 고주파 처리부로부터 입력된 기저대역신호를 전달하고, 변조를 통하여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형성하여 상기 고주파

처리부로 출력하며, 피엘엘(PLL) 로직을 통하여 통신 채널 주파수를 유지하는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와,

지피에스(GPS) 위성으로부터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지피에스(GPS)부와,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로부터 입력된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복조하여 채널 디코딩 및 메시지 디코딩을 수행하고, 위성

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따른 소정의 포맷 데이터를 형성하여 채널 코딩 후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로 출력하며, 상

기 데이터를 시간슬롯에 따라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지피에스(GPS)부로부터 입력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로 타이밍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위성 통신과 관련된 호처리를 관리하는 메인 처리부를 포함하는 특징으로 하는 지상 휴대전화기에 탑재

되는 위성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고주파 처리부가 송수신하는 신호의 주파수 대역은 엘(L) 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고주파 처리부가 송수신하는 신호의 주파수 대역은 에스(S) 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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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는 심(SIM) 카드와의 인터페이싱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장치.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고주파 처리부는 마이크로웨이브 모놀로식 집적회로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는 주문형 반도체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장치.

청구항 11.

위성과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와 위성 신호를 변환하는 고주파 처리부와 통신 채널 주파수를 유지하는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와 위성 지피에스(GPS) 신호를 수신하는 지피에스(GPS)부와 위성 통신 관련 호처리를 관리하는 메인처

리부를 구성으로 하는 위성 통신 모듈을 갖는 위성 통신용 장치의 위성 통신 방법에 있어서,

위성으로부터 전달된 고주파 위성 신호를 상기 위성 안테나가 직접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된 상기 고주파 위성 신호를 상기 고주파 처리부가 중간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한 후 기저대역신호로 변환하고, 기저대

역신호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한 후 고주파 위성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고주파 처리부로부터 입력된 기저대역신호를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로가 상기 메인 처리부로 전달하고, 변조를 통하

여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형성하여 상기 고주파 처리부로 출력하며, 피엘엘(PLL) 로직을 통하여 통신 채널 주파수를 유지

하는 단계와,

지피에스(GPS) 위성으로부터 위성 신호를 수신한 지피에스(GPS)부가 상기 메인 처리부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제공

하는 단계와,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로부터 입력된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상기 메인 처리부가 복조하여 채널 디코딩 및 메시지 디코

딩을 수행하고, 위성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따른 소정의 포맷 데이터를 형성하여 채널 코딩 후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

로부로 출력하며, 상기 데이터를 시간슬롯에 따라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지피에스(GPS)부로부터 입력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로 타이밍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위성과 관련된 호처리를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 휴대전화기

에 탑재되는 위성 통신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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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위성 통신용 장치 및 방법 관한 것으로서, 특히 씨디엠에이(이하 "CDMA"라 칭함), 지에스엠(이하 "GSM"이라

칭함), 티디엠에이(이하 "TDMA"라 칭함) 등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지상 휴대전화기에 탑재되어 위성 통신할 수 있는 위

성 통신 모듈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DMA, GSM 그리고 TDMA 등의 통신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지상 휴대전화기는 각각의 다른 통신 방식에서

상호 호환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상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기지국의 통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지상 휴대전화기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지국은 바다, 하늘, 산 등에서는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며, 지상 휴대전화기의

마케팅 특성상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의 기지국 설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위성의 넓은 커버리지(Coverage)를 이용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바다, 하늘, 산 등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통화가 가능하고, 기존의 지상 휴대전화기의 통신 가능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 휴대전화기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통신 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지상 휴대전화기에 탑재되어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는 위성 통신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와 상기 입력된 숫자 및 문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와 음성 등을 재생하는 스피커와 상기 음성 등의 신호를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를 가지고,

상기 키입력부와 상기 표시부와 상기 스피커 및 상기 마이크와 연결되어 각각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성으로 하는 동기 또

는 비동기 방식의 기존 지상 휴대전화기와, 위성과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를 가지는 위성 통신 모듈을 연결하

여 위성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와 소정의 컨넥터를 이용하여 위성과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를 가지는 상기 위성 통신 모듈을 탑재하는 단계와,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와 연결된 상기 위성 통신 모듈이 상호 소

정의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위성 통신 모듈의 송수신 신호에

따라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의 상기 제어부를 통해 상기 표시부, 상기 키입력부, 상기 스피커 및 상기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위성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지상 휴대전화기 내에 탑재하기 위한 위성 통신용 장치는 고주파 위성 신

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와, 위성 통신을 모듈로 구성되며, 위성 통신용 모듈의 특징을 세분하면, 상기 고주파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한 후 기저대역신호로 변환하고 기저대역신호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한

후 고주파 위성 신호로 변환하는 고주파 처리부와, 상기 고주파 처리부로부터 입력된 기저대역신호를 전달하고 변조를 통

하여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형성하여 상기 고주파 처리부로 출력하며 피엘엘(PLL) 로직을 통하여 통신 채널 주파수를 유지

하는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와, 지피에스(GPS) 위성으로부터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지

피에스(GPS)부와,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로부터 입력된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복조하여 채널 디코딩 및 메시지 디코딩

을 수행하고 위성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따른 소정의 포맷 데이터를 형성하여 채널 코딩 후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

로 출력하며 상기 데이터를 시간슬롯에 따라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지피에스(GPS)부로부터 입력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

로 타이밍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위성 통신과 관련된 호처리를 관리하는 메인 처리부를 포함하는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지상 휴대전화기 통신과 함께 지상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도 위성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위성 신호를 변환하는 고주파 처리부와 통신 채널 주파수를 유지하는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와

위성 지피에스(GPS) 신호를 수신하는 지피에스(GPS)부와 위성 통신 관련 호처리를 관리하는 메인처리부를 구성으로 하

는 위성 통신 장치의 위성 통신 방법에 있어서, 위성으로부터 전달된 고주파 위성 신호를 상기 위성 안테나가 직접 수신하

는 단계와, 수신된 상기 고주파 위성 신호를 상기 고주파 처리부가 중간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한 후 기저대역신호로 변환

하고, 기저대역신호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한 후 고주파 위성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고주파 처리부로부터 입력된

기저대역신호를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로가 상기 메인 처리부로 전달하고, 변조를 통하여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형성하여

상기 고주파 처리부로 출력하며, 피엘엘(PLL) 로직을 통하여 통신 채널 주파수를 유지하는 단계와, 지피에스(GPS) 위성으

로부터 위성 신호를 수신한 지피에스(GPS)부가 상기 메인 처리부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로부터 입력된 상기 기저대역신호를 상기 메인 처리부가 복조하여 채널 디코딩 및 메시지 디코딩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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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위성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따른 소정의 포맷 데이터를 형성하여 채널 코딩 후 상기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로 출

력하며, 상기 데이터를 시간슬롯에 따라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GPS부로부터 입력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로 타이밍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위성과 관련된 호처리를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지상 휴대전화기의 내부 구성도이다. 본 발명에서 상기 도 1을 설명하려는 이유는 본 발명에서 제

안하고자 하는 위성 통신 모듈 (Satellite communication Module; SCM)과 지상 휴대전화기와의 연결 및 인터페이스를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상 휴대전화기는 지상 통신망(Network)를 이용하는 휴대전화기로서, 상기 지

상 네트워크는 CDMA, GSM, TDMA 등의 통신 방식으로 구성된 지상 통신망을 의미한다. 또한 무선 통신망은 동기 또는

비동기 통신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언급하는 위성 통신용 장치는 위성 통신 모듈과 위성용 안테나를 구성으

로 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무선주파수부(18)는 지상 휴대전화기의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무선주파수부(18)는 송신되는 신호

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 등

을 포함한다. 여기서 기지국과 송수신하는 지상용 안테나(19)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상 휴대전화기의 지상용 안테나이

다.

데이터 처리부(14)는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신

기 등을 구비한다. 상기 데이터 처리부(14)는 모뎀(MODEM) 및 코덱(CODEC)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오디오 처리부(15)는 상기 데이터 처리부(14)에서 출력되는 수신 오디오신호를 재생하거나 마이크로부터 발생되는 송신

오디오신호를 상기 데이터 처리부(14)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키입력부(12)는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 및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키들을 구비한다. 메모리부(13)는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

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지상 휴대전화기의 일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메모리에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일시 저장할 수 있다.

제어부(10)는 지상 휴대전화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상기 데이터 처리부(14)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어부(10)는 위성 통신용 장치로부터 전달 받은 신호들을 제어하여 표시부(11), 상기 키입력부(12), 마

이크 및 스피커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상기 표시부(11)로 액정표시장치(LCD)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제어부(10)의

제어에 따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문자, 숫자, 영상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응용 장치부(30)는 카메라 모듈, 블루투스 모듈 등 지상 휴대전화기의 기능을 다양하게 하는 각종 응용 모듈이 연결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종래 기술의 지상 휴대전화기와 본 발명에 따른 위성용 장치와의 연결 구성도이다. 상기 도 2는 앞

서 설명한 지상 휴대전화기에 위성 통신용 장치(20)가 탑재되는 구성도로서, 연결 방법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해 설명하기

로 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의 구성에 있어서, 모듈 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 즉, GSM 통신 방식의 지상 휴

대전화기는 GSM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도 1의 구성과 같은 지상 휴대전화기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CDMA 또는 TDMA

통신 방식의 지상 휴대전화기는 CDMA 또는 TDMA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도 1의 구성과 같은 지상 휴대전화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때, 일반 보드(Board) 형태 또는 모듈(GSM, CDMA, TDMA 모듈 등) 형태와 관계없이 상기 위성 통신 모듈

(20)과 연결할 수 있는 컨텍터(connector)를 구비하고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보드 또는 모듈과 연결이 가능하다. 이때 상

기 컨텍터(connector) 형태는 일예로 적어도 하나의 핀을 갖는 비투비(보드 투 보드: B2B) 컨넥터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와 연결된 상기 위성 통신 모듈 간에는 상호 소정의 신호를 송수신할 있도록 구현해야하는데, 이때의

인터페이스로 지피아이오(GPIO), 엠씨에스아이(MCSI), 유아트(UART) 또는 아이더블유에이(IWA)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위성 통신 모듈(20)은 고주파 위성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용 안테나(21)를 사용하는데, 상기 위성용 안테

나(21)는 외장형 또는 내장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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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의 지상 휴대전화기와, 위성과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를 가지는 위성 통신 모듈

을 연결하여 위성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와 소정의 컨넥터를 이용하여 위성과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21)

를 가지는 상기 위성 통신 모듈(20)을 연결한다.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와 연결된 상기 위성 통신 모듈이 상호 소정의 신호

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한다. 상기 연결 방법과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와 상기 위성 통신 모듈(20)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위성 통신이 가능하다. 상기 위성용 안테나(21)

는 위성으로부터 고주파 위성 신호를 입력받은 위성 통신 모듈(20)로 전달한다. 여기서 상기 고주파 위성 신호는 정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 또는 저궤도 위성으로부터 전달되는 엘(L) 밴드, 에스(S) 밴드, 케이유(Ku) 밴드, 케이에이(Ka) 밴드 등

의 신호로서, 음성(Voice) 데이터(Data), 팩스(Fax), 패킷(Packet) 등의 신호를 의미한다. 또한 상기 위성용 안테나(21)는

상기 정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으로부터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이다.

상기 위성 통신 모듈(20)은 위성용 안테나(21)로부터 송수신된 신호를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신

호로 변환하여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로 전달한다. 상기 위성 통신 모듈(20)로부터 지상 휴대전화기에 인터페이스할 수 있

는 신호로 신호를 전달받은 상기 제어부(10)는 지상 휴대전화기를 지상 통신망으로부터 송수신된 신호로 인식하고 제어하

게 된다. 예를 들면, 상기 고주파 위성 신호가 음성이라고 가정하면, 상기 제어부(10)는 상기 데이터 처리부(14)와 오디오

처리부(15)를 제어하여 스피커(SPK)로 음성을 재생하게 한다. 반대로 상기 제어부(10)가 마이크(MIC)로부터 음성이 입력

된다고 인식하면, 상기 데이터 처리부(14)와 상기 오디오 처리부(15)를 거쳐 상기 위성 통신 모듈(20)에 전달되면 위성 통

신 모듈(20)은 위성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하고 상기 위성용 안테나(21)를 통해 상기 위성 신호를 위성으

로 송신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위성 통신용 장치의 내부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위성 통신 장치는 위성용 안테나(21)와 위성 통신 모듈(20)로 구성되어 있다. 상

기 위성 통신 모듈(20)은 고주파 처리부(100),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 PCM 코덱(Pulse Code Modulation CODEC)

(300),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부(400), 메인 처리부(500) 및 메모리부(600)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기 위성 통신 모듈(20)은 상기 지상 휴대전화기에 탑재되어 사용되지만, 독립적인 모듈(Stand alone)로서 위성 휴

대전화기를 구현할 수 있으며, 셋탑박스(Set-Top-Box; STB) 등의 위성 관련 수신 장치에도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고주파 처리부(100)는 실제 위성으로부터 오는 고주파 위성 신호를 중간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한

후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인 I/Q(In phase/Quadrature phase) 신호로 변환하는 RF 수신부(110)와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인 I/Q 신호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한 후 고주파 위성 신호로 변환하는 RF 송신부(150)를 포함한다. 이 때, RF 수신부

(110)가 위성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의 주파수는 1525MHz ~ 1559MHz이고, RF 송신부(150)가 위성으로 송신하는 신

호의 주파수는 1626.5MHz ~ 1660.5MHz이다. 이처럼 본 발명의 고주파 처리부(100)는 L 밴드를 이용하지만 S 밴드, Ka

밴드 또는 Ku 밴드 등 다른 대역의 주파수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다.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는 고주파 처리부(100)의 RF 수신부(110)로부터 입력된 I/Q 신호에 대하여 정합 필터링

(matched filtering), 위성 통신 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송신 데이터(음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팩스 데이터 및 멀티미

디어 데이터 등)의 변조를 통한 I/Q 신호의 형성, 시스템 기준 타이밍과 통신 채널 주파수의 유지, 고주파 처리부(100)의

파워 제어,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와의 인터페이싱 및 PCM 데이터가 압축된 음성 데이터의 처리를 수행

한다.

PCM 코덱(300)은 마이크를 통하여 입력된 음성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 양자화 및 코딩 단계를 거쳐 PCM 데이터를 형

성하고, 수신된 PCM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한 후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한다. 상기 위성 통신 모듈

(20)은 독립적인 모듈로서, 스피커와 마이크를 구현할 경우 상기 PCM 코텍(300)을 이용한다.

GPS부(400)는 GPS 위성으로부터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위성 TDMA 방식에서

상기 위치정보 및 시잔 정보는 시간(Time) 동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메인 처리부(500)는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로부터 I/Q 신호의 복조하여 채널 디코딩(channel decoding) 및 메시지

디코딩(message decoding)을 수행하고, 위성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protocol)에 따른 데이터 포맷을 형성하여 채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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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후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로 출력한다. 메인 처리부(500)는 데이터를 시간슬롯으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시분할 다

중화(TDM : Time Division Multiplex)를 위하여 GPS부(400)로부터 입력된 정확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로 타이밍을 제

어하고 호처리를 관리한다.

메모리부(600)는 본 발명의 위성통신모듈의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위성 통신용 장치에서 위성 통신 모듈 내의 고주파 처리부의 구성도이다.

RF 수신부(110)는 저잡음 증폭부(111), 중간 주파수 변환부(113) 및 아날로그 신호 변환부(115)를 포함한다.

저잡음 증폭부(111)는 LNA(Low Noise Amplifier)를 포함하여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낮은 전력레벨의 고주파 위성 신

호를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증폭한다.

중간 주파수 변환부(113)는 RF/IF 컨버터(Radio Frequency/Intermediate Frequency Converter)를 포함하여 저잡음 증

폭부(111)로부터 출력된 고주파 위성 신호를 중간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한다.

아날로그 신호 변환부(115)는 중간 주파수 변환부(113)로부터 출력된 중간 주파수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인 I 신호 및 Q 신

호로 변환한다.

RF 송신부(150)는 디지털 신호 변환부(151), 고주파 변환부(153) 및 파워 증폭부(155)를 포함한다.

디지털 신호 변환부(151)는 IF 컨버터를 포함하여 변조에 따라 생성되는 디지털 신호인 I 신호 및 Q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형태인 중간 주파수 신호로 변환한다.

고주파 변환부(153)는 IF/RF converter를 포함하여 IF 변환부로부터 전달된 중간 주파수 신호를 고주파 위성 신호로 변환

한다.

파워 증폭부(155)는 전력 증폭기(Power Amplifier: PA)를 포함하여 고주파 변환부(153)로부터 출력된 고주파 위성 신호

를 증폭시켜 위성까지 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고주파 처리부(100)는 마이크로웨이브 모놀로식 집적회로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이하

"MMIC"라 칭함)에 의하여 구현된다. 상기 MMIC는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반도체 소자와 함께 각종 수동소자 및 부품들

을 한꺼번에 찍어낸 회로로서, 실리콘(Silicon) 혹은 GaAs 류의 기판 위에 이러한 부품들을 한꺼번에 집적한다. 이와 같이

고주파 처리부(100)가 MMIC로 구현되기 때문에 종래 기술에 비하여 그 크기가 작아 모듈화(소형화)가 가능하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위성 통신용 장치에서 신호처리 집적회로부의 구성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신

호 처리 집적회로부(200)는 IF 처리부(210), 가입자 인증 처리부(220), 오디오 처리부(230), 파워 제어부(240), PLL

(Phase Locked Loop) 로직부(250) 및 타이밍 전달부(260)를 포함한다.

IF 처리부(210)는 RF 수신부(110)로부터 입력된 I/Q 신호에 대한 정합 필터링을 수행하고 변조 단계를 수행하여 RF 송신

부(150)로 I/Q 신호를 출력한다. IF 처리부(210)에 의한 변조는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CQPSK

(Compatible Phase Shift Keying) 및 BPSK (Binary Phase Shift Keying) 방식 등의 디지털 변조로 이루어진다.

PLL 로직부(250)는 시스템 기준 타이밍, 고주파 변환 및 중간 주파수 변환시 필요한 기준 주파수를 유지하는 PLL 동작을

수행한다.

가입자 인증 처리부(220)는 SIM 카드에 저장된 고유 번호, 계좌 번호 및 등록된 전화번호 등 가입자의 정보를 인터페이싱

한다.

오디오 처리부(230)는 음성에 대한 샘플링, 양자화 및 코딩 단계를 거쳐 형성된 PCM 데이터를 압축하여 음성데이터로 변

환하고, 수신된 압축 상태의 음성데이터를 복원하여 PCM 신호로 변환한 후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형성한다.

파워 제어부(240)는 타이밍 제어를 이용하여 고주파 처리부(100)에 의하여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만 동작하도

록 하여 전력 소모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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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전달부(260)는 위성과 TDMA 방식의 통신을 하기 위하여 메인 처리부(500)로부터 출력된 타이밍 제어 신호를 고

주파 처리부(100)에 전달한다.

이와 같은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는 주문형 반도체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 상에 구현되므

로 본 발명의 모듈화 (소형화)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위성통신모듈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메인 처리부(500)는 GPS부(400)로부터 출력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타이밍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신

호 처리 집적회로부(200)의 파워 제어부(240)는 타이밍 제어 신호에 따라 고주파 처리부(100)에 파워를 공급한다.

전원을 공급받은 고주파 처리부(100)의 RF 수신부(110)는 위성으로부터 고주파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의 신

호로 변환한 후 디지털 신호인 I/Q 신호로 변환한다. 이 때, RF 수신부(110)의 동작은 PLL 로직부(250)에 의하여 유지되

는 기준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RF 수신부(110)는 I/Q 신호를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로 출력하고,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의 IF 처리부(210)는

입력받은 I/Q 신호를 정합 필터링하여 정확한 I/Q 신호를 형성하여 메인 처리부(500)로 출력한다.

메인 처리부(500)는 IF 처리부(210)로부터 정합 필터링된 I/Q 신호를 입력받아 원래 데이터로 복조하고 원래 데이터에 대

하여 채널 디코딩하여 데이터 오류를 파악하여 정정한 후 처리한다. 이 때, 메인 처리부(500)는 음성데이터는 신호 처리 집

적회로부(200)의 오디오 처리부(230)로 출력한다.

메인 처리부(500)로부터 음성데이터를 입력받은 오디오 처리부(230)는 음성데이터의 압축을 해제하여 PCM 신호를 형성

한 후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로 출력한다.

한편 메인 처리부(500)는 위성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따라 특정 포맷의 송신 데이터를 형성하여 채널 코딩 후 신호 처

리 집적회로부(200)로 출력한다. 이 때, PCM 코덱(300)은 마이크를 통하여 입력된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샘플링, 양자화

및 코딩 단계를 거쳐 PCM 신호로 변환하여 메인 처리부(500)로 출력한다. 메인 처리부(500)는 PCM 신호를 위성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따라 특정 포맷의 송신 데이터로 변환하고 채널 코딩 후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로 출력한다.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의 IF 처리부(210)는 메인 처리부(500)로부터 채널 코딩된 송신 데이터를 입력받아 변조하여

I/Q 신호를 형성한 후 고주파 처리부(100)의 RF 송신부(150)로 출력한다.

메인 처리부(500)는 GPS부(400)로부터 출력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타이밍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신호 처

리 집적회로부(200)의 파워 제어부(240)는 타이밍 제어 신호에 따라 고주파 처리부(100)의 RF 송신부(150)에 파워를 공

급한다.

RF 송신부(150)는 파워가 공급됨에 따라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로부터 출력된 I/Q 신호를 중간 주파수의 신호로 변

환하고 중간 주파수 신호를 특정 대역의 고주파 위성 신호로 변환하여 위성으로 송신한다. 이 때, RF 송신부(150)의 동작

은 PLL 로직부(250)에 의하여 유지되는 기준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의 위성통신모듈에 있어서 고주파 처리부(100) 및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는 각각 MMIC

와 ASIC 형태로 형성된다. 따라서, 고주파 처리부(100)의 소형화와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200)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므로

지상 휴대전화기에 탑재되는 본 발명의 대상이 되는 위성 통신 모듈이 가능하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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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위성 통신 모듈은 어떠한 형태 (완제품, 보드, 모듈)의 지상 휴대전화기에도 탑재되거나 인터

페이스가 가능하며, 기지국 등 지상 통신망이 있는 지역은 지상 휴대전화기 통신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지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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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상기 휴대전화기에 상기 위성 통신 모듈을 탑재하게 된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동일한 휴대

전화기로 위성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지상 휴대전화기의 지상 로밍서비스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지상 휴대전화기의 내부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종래 기술의 지상 휴대전화기와 본 발명에 따른 위성용 장치와의 연결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위성 통신용 장치의 내부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위성 통신용 장치에서 위성 통신 모듈 내의 고주파 처리부의 구성도.

삭제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위성 통신용 장치에서 신호처리 집적회로부의 구성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고주파 처리부 200 : 신호 처리 집적회로부

300 : PCM 코덱 400 : GPS부

500 : 메인 처리부 600 : 메모리부

110 : 수신부 150 : 송신부

111 : 저잡음 증폭부 113 : 중간 주파수 변환부

115 : 아날로그 신호 변환부 151 : 디지털 신호 변환부

153 : 고주파 변환부 155 : 파워 증폭부

210 : IF 처리부 220 : 가입자 인증 처리부

230 : 오디오 처리부 240 : 가입자 인증 처리부

250 : PLL 로직부 260 : 타이밍 전달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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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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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삭제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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