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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S-CDMA 시스템의 송신부에서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필터에 관한 것으로, 입력신호를 소정의 지
연시간 동안 차례대로 지연된 신호로 복수의 샘플데이타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타 저장수단; 현재의 에너
지레벨값 또는 현재의 에너지레벨값 바로 이전의 에너지레벨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
너지레벨값으로 출력하는 에너지레벨 선택수단; 각 샘플데이타에 대하여 선택된 에너지레벨에 대응하는 
필터계수를 선택하기 위한 계수선택수단; 상기 데이타 저장수단의 각 샘플데이타값에 따라 상기 계수선택
수단에서 선택된 계수의 부호를 각각 변환하기 위한 부호변환수단; 및 상기 부호변환수단의 출력을 모두 
합하여 출력하기 위한 가산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두 가지의 계수 셋(set)을 
저장하고 이를 코드화된 에너지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단일 비트 입력의 FIR 
필터의 구조를 유지하여 그 구현시에 필요한 하드웨어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지탈필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디지탈필터의 구성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에너지레벨 검출장치의 구성블럭도.

제3도는 제2도의 엣지위치값을 이용하여 에너지코드값을 발생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블럭도.

제4도는 본 발명에 의한 디지탈필터의 필터계수 선택장치의 구성블럭도.

제5도는 종래의 기술에 의한 통신시스템의 송신부에서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필터(FIR 필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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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블럭도.

제6도는 종래의 기술에 의한 단일 비트의 입력신호에 대한 FIR 필터의 구성블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Direct Sequnce Spread Spectrum; DS/SS)을 이용한 코드분
할 다중억세스(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시스템(이하에서 DS-CDMA 시스템이라 함)에 사용되
는 디지탈필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DS-CDMA  시스템의 송신부에서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필터(Baseband 
Filter)에 관한 것이다.

FIR필터(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는 임펄스 응답의 수열이 유한인 필터로서, 일반적으로 비재귀
형으로 구성된다. 비재귀형으로 구성되는 FIR필터는 피드백 루프(feedbace loop)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
문에 안정성이 보증된다. 또 FIR필터는 선형 위상특성의 스펙을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형전송 
등의 응용에 널리 이용된다. 이것에 대하여 IIR필터(Infinite Impoulse Respnse Filter)는 일반적으로 위
상특성을 희생하여 뛰어난 진폭특성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IR필터는 IIR필터와 동일한 정도
의 진폭특성을 얻으려고 하면, 설계상 많은 차수가 요구되므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메모리
나 계수곱셈기를 갖출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날카로운 차단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FIR필터의 경우 100 
이상의 차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FIR필터를  설계할  때는  주파수영역과  시간영역  스펙의  2가지가  있다.  주파수영역의  경우, 창함수법
(Window Funcyion Method)과 주파수 샘플링법(Frequncy Sampling Method)가 있으며, 창함수법은 이상 필
터의 무한 임펄스응답을 유한 임펄스 응답으로 근사하고 FIR필터의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주파수 샘
플링법은 설계스펙으로 주어진 진폭특성을 주파수축 상에서 샘플링하고 근사하는 것에 의하여 계수를 결
정하는 방법이다.

DS-CDMA 시스템에서는 전송 데이타에 대하여 대역확산 PN코드를 이용하여 대역확산(spread)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RF 대역폭에 맞도록 필터링하여 송신하게 된다.

제5도는 종래의 기술에 의한 통신시스템의 송신부에서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필터(FIR 필터)의 구성블럭도
를 도시한 도면이다. 베이스밴드 필터는 그 입력신호가 N비트의 멀티비트(multi-bit)신호이며, 이를 일정
시간 동안 지연된 신호를 유지하고, 각각의 지연된 샘플들 D0, D1, ..., DN-1(51)에 대하여 해당하는 M비트

의 계수 C0, C1, ..., CN-1(53)를 각각 곱(55)하고, 이들을 모두 합(57)하여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력신호가 N비트, 필터의 계수가 M비트, 필터의 탭(Tap) 수가 
T인 경우에, NxM 승산기 T개, 입력 샘플을 저장하기 위한 T개의 N비트 레지스터, 및 합산기 등이 필요하
다.

제6도는 종래의 기술에 의한 단일 비트의 입력신호에 대한 FIR필터의 구성블럭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DS-
CDMA 시스템에서는 입력신호의 비트 수가 1비트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입력신호의 각 샘플 D0, D1, 

..., DN-1(61)은 단지 부호만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계수 C0, C1, ..., CN-1(53)에 대하여 승산기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가감산기를 통하여 그 부호변환(65)한 다음, 이들을 모두 합(67)하므로써 필터의 출력을 
구할 수 있으며, 필터의 구현ㅇㄹ 위하여 소요되는 하드웨어의 양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FIR 필터는 주어진 입력 샘플 및 그 계수가 정해지면 바로 그 출력이 결정되므로, 롬(ROM)을 이용
하여 각 경우에 대한 결과를 저장해 놓고, 입력신호열을 어드레스로 하여 롬의 데이타를 읽도록 함으로써 
출력을 얻는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DS-CDMA 시스템에서의 경우처럼 입력신호가 단일 비트의 신호인 경우에는 탭 수가 어드레스의 비트 
수가 되므로 과도한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널리 이용된다. 예를 들어 4배 오버샘플링
(oversampling)을 하는 48탭 FIR필터의 경우, 실제 입력신호의 최근 12개 샘플을 이용하여 필터링을 하게 

되므로 2
12
X4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멀티비트인 입력신호에 대한 FIR 필터링에 있어서, 특히 고속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탭 
수 만큼의 승산기가 사용되어 그 하드웨어의 구현에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러나 DS-CDMA 시스템의 경우에
는 입력신호가 단일 비트인 경우가 많으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가감산기 또는 롬테이블(ROM Table) 방식을 
이용하여 그 구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Qualcomm사에서 제안하여 IS-95 표준으로 정해진 디지탈 셀룰러(Digital Cellular)용 CDMA시스템
에서는 통화자의 음석을 그 상태를 보고, 그에 따라서 음석 코덱(Voice CODEC)의 출력 데이타 레이트가 4
가지로 변화하게 되어 있으며, 그 데이타 레이트에 따라서 비트 에너지(bit energy)를 변화시키도록 고안
되어 있다. 데이타 레이트가 9600bps(bits per second)인 경우에는 기준 비트 에너지 Eb를 그대로 보내게 
되나, 4800bps인 경우에는 Eb/2를, 2400bps인 경우에는 Eb/4를, 그리고 1200bps인 경우에는 Eb/8를 전송
하도록 되어 있다.

비트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필터의 입력신호의 크기를 그에 상응하게 변동시켜야 하므로, 결국 베
이스밴드 필터의 입력으로는 4가지 서로 다른 크기의 신호가 입력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술한 
바 있는 단일 비트 입력신호에 대한 FIR 필터의 구현방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Eb에 대한 신호 크기를 A라고 할 때, Eb/2에 대해서는 A/√2의 크기로, Eb/4에 대해서는 A/2의 크기
로, Eb/8에 대해서는 A/2√2의 크기로 입력신호가 입력되어야 한다. 여기서, 1/√2의 크기를 정확히 표현
하기 위해서는 입력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비트의 수가 8비트 이상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필터의 구조에 있어서, 승산기를 사용한 구조에서는 대단히 많은 하드웨어가 
소요되며, 롬테이블 방식에서도 소요되는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대단히 크게 되어, 어느 방식이든 실제적
으로 그 구현이 얼운 문제점이 있었다.

9-2

101996000120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단일 비트 입력신호에 대한 필터의 구조를 가급적 그대로 유
지하면서 4레벨 입력신호에 대해서도 필터링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목적은 디지탈필터로 입력되는 신호의 에너지레벨이 필터 윈도우 내에서 많아야 한 번 변화
하는 경우에, 입력신호의 각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2목적은 디지탈 필터로 입력되는 신호가 복수의 크기레벨(M=PxQ; 상기 크기레벨은 복수의 기
준레벨(P) 및 기준레벨의 소정 배수의 레벨(Q)로 나누어짐)을 가지는 경우에 각 샘플데이타에 적용되는 
필터계수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3목적은 디지탈필터로 입력되는 신호가 복수 개의 이산적인 에너지레벨을 가지며, 그 입력신
호의 에너지레벨이 필터 윈도우 내에서 많아야 한 번 변화하는 경우에, 이러한 입력신호를 필터링하기 위
한 디지탈필터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의 제1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 검출장치는,

입력신호를 일정시간 동안 지연된 신호로 유지하고, 각각의 지연된 샘플데이타들에 대하여 해당하는 필터
계수를 각각 곱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출력하는 통신시스템에서의 디지탈필터에서, 상기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이 필터 윈도우 내에서 많아야 한 번 변화하는 경우에, 상기 각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레벨
을 검출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현재의 에너지레벨값을 저장하기 위하여,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값이 입력되는 제1저장수단; 현재의 에너
지레벨값 바로 이전의 에너지레벨값을 저장하기 위하여, 상기 제1저장수단의 출력데이타가 입력되는 제2
저장수단;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값이 상기 제1저장수단에 저장된 현재의 에너지레벨값과 같은지를 비교
하여, 다르면 상기 제1 및 제2저장수단의 데이타를 갱신하게 하는 제1비교수단; 상기 제1비교수단에 의한 
비교결과가  다르면,  에너지레벨의  변화가  검출된  윈도우  내의  위치값을  발생하기  위한  엣지위치 
검출수단; 및 샘플데이타의 위치값과 상기 엣지위치 검출수단에서 검출된 위치값을 비교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저장수단에 저장된 데이타 중 하나의 데이타를 선택하여 상기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레벨값을 
출력하는 에너지레벨 선택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제2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디지탈필터의 필터계수선택장치는,

입력신호를 일정시간 동안 지연된 신호로 유지하고, 각각의 지연된 샘플데이타들에 대하여 해당하는 필터
계수를 각각 곱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출력하는 통신시스템에서의 디지탈필터에서, 상기 입력신호가 
복수의 크기레벨(M=PxQ; 상기 크기레벨은 복수의 기준레벨(P) 및 기준레벨의 소정 배수의 레벨(Q)로 나누
어짐)을 가지는 경우에 각 샘플데이타에 적용되는 필터계수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신호에 대한 복수의 기준레벨에 대응하는 복수의 필터계수를 저장하기 위한 계수저장수단; 각 
샘플데이타의 크기레벨에 따른 기준레벨에 대응하여 상기 계수저장수단의 필터계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1선택수단;  및  각  샘플데이타의  크기레벨이  상기  기준레벨의  소정  배수의  레벨인 
경우에, 상기 제1선택수단에서 선택된 필터계수를 상기 소정 배수에 대응하여 비트 쉬프트시켜 상기 샘플
데이타에 대한 필터계수를 출력하기 위한 제2선택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제3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디지탈필터는, 

입력신호를 일정시간 동안 지연된 신호로 유지하고, 각각의 지연된 샘플데이타들에 대하여 해당하는 필터
계수를 각각 곱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출력하는 통신시스템에서의 디지탈필터에서, 상기 입력신호는 
복수 개의 이산적인 에너지레벨을 가지며, 상기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이 필터 윈도우 내에서 많아야 한 
번 변화하는 경우에, 상기 입력신호를 필터링하기 위한 디지탈필터에 있어서, 

상기 입력신호를 소정의 지연시간 동안 차례대로 지연된 신호로 복수의 샘플데이타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
타 저장수단;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값이 현재의 에너지레벨값과 같은지를 비교하여, 에너지레벨이 변화
된 위치값을 검출하고, 샘플데이타의 위치값과 상기 검출된 위치값을 비교하여, 현재의 에너지레벨값 또
는 현재의 에너지레벨값 바로 이전의 에너지레벨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레벨값
으로 출력하는 에너지레벨 선택수단; 상기 각 샘플데이타에 대하여 상기 에너지레벨 선택수단에 의하여 
선택된 에너지레벨에 대응하는 필터계수를 선택하기 위한 계수선택수단; 상기 데이타 저장수단의 각 샘플
데이타값에 따라 상기 계수선택수단에서 선택된 계수의 부호를 각각 변환하기 위한 부호변환수단; 및 상
기 부호변환수단의 출력을 모두 합하여 출력하기 위한 가산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대역확산된  신호가  데이타  레이트(data  rate)에  따라  각각  다른  몇  가지  비트  에너지(bit 
energy)를 갖는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필터링하기 위한 FIR 필터의 구현에 관한 것이다.

디지탈 셀룰러 CDMA 시스템에 있어서, 일정 구간(프레임)마다 입력신호의 비트 에너지가 4개의 레벨 중에
서 하나로 변동하며, 그 입력신호의 레벨은 A와 A/2와의 관계, 그리고 A/√2와 A/2√2와의 관계는 각각 
1/2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드웨어로는 1비트 쉬프트(shift)를 이용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몇 개의 이산적인 에너지 레벨을 갖는 입력신호를 효율적으로 필터링하기 위하여 신호레벨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필터계수를 가지며, 이를 이용하여 신호의 에너지레벨 차이를 반영하는 FIR필터를 
구현한다. 또한 에너지(입력신호 레벨)의 변화가 일정 구간에 한 번씩만 이루어져서 그 변화가 필터 윈도
우 내에 많아야 한 번 일어나는 경우에, 이러한 입력 샘플의 에너지 코드(energy code)를 효율적으로 저
장하기 위한 장치도 개시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디지탈필터의 구성블럭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일정 구간(프레임)마다 입력신호
의 비트 에너지가 4개의 레벨 중에서 하나로 변동하는 디지탈 셀룰러 CDMA 시스템의 송신부에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FIR필터로서, 48탭이고 4배 오버샘플링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된다. 그 기본 구성은 종래
의 FIR필터와 동일하나 각 샘플데이타마다 계수선택기가 하나씩 사용되며, 이 계수선택기는 각 에너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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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및 오버샘플링에 대한 처리를 수행한다.

입력신호  데이타는  소정의  지연시간  동안  차례대로  지연된  신호로  복수의  샘플데이타(D0,  D1,  ..., 
D11)(11)로 각 메모리에 유지된다.

계수선택기(13)는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값이 현재의 에너지레벨값과 같은지를 비교하여,  에너지레벨이 
변화된 위치값을 검출하고, 샘플데이타의 위치값과 위에서 검출된 위치값을 비교하여, 현재의 에너지레벨
값 또는 현재의 에너지레벨값 바로 이전의 에너지레벨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레
벨값으로 출력하고, 그 선택된 에너지레벨값에 따라 각 샘플데이타에 대한 필터계수를 선택한다.

연산기(15)는 각 샘플데이타값(11)에 따라 계수선택기(13)에서 선택된 계수의 부호를 각각 변환한다. 그
리고 가산기(17)는 각 연산기(15)의 출력을 모두 합하여 출력한다.

본 발명에 의한 디지탈필터는 입력신호가 복수 개의 이산적인 에너지레벨을 가지며, 그 입력신호의 에너
지레벨이 필터 윈도우 내에서 많아야 한 번 변화하는 경우에, 그 입력신호를 필터링하기 위한 디지탈필터
에 적용된다.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에너지레벨 검출장치의 구성블럭도로서, 디지탈필터에서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
이 필터 위도우 내에서 많아야 한번 변화하는 경우에, 각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장치이다. 입력되는 신호는 에너지레벨값을 코드화한 에너지코드로서 입력된다. 도면에서 21은 제1플립플
럽, 22는 제2플립플럽, 23은 제1비교기, 24는 제3플립플럽, 그리고 25는 제2비교기이다.

제1플립플럽(21)은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값이 입력단자(D)를 통하여 입력되고 로드단자(LD)에 제어신호
가 입력되면 현재값을 입력데이타로 갱신하여, 현재의 에너지레벨값(Ec)을 저장한다.

제2플립플럽(22)은 제1플립플럽(21)의 출력(Q)이 입력단자(D)를 통하여 입력되고 로드단자(LD)에 제어신
호가 입력되면 현재값을 입력데이타로 갱신하여, 현재의 에너지레벨값 바로 이전의 에너지레벨값(Ep)을 
저장한다.

제1비교기(23)는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값이 제1플립플럽(21)에 저장된 현재의 에너지레벨값과 같은지를 
비교하여, 다르면(A≠B) 제1 및 제2플립플럽의 데이타를 갱신하도록 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제1 
및 제2플립플럽의 로드단자(LD)로 인가한다.

제3플립플럽(24)은 제1비교기(23)에 의한 비교결과가 다르면 저장된 값을 리셋시키고, 클럭(CLK)에 의하
여 그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며, 홀드신호(HOLD)가 입력되면 현재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여, 에너지레벨의 
변화가 검출된 엣지위치값을 발생한다.

제2비교기(25)는 제3플립플럽(24)의 출력(Q)값과 샘플데이타의 수12와 같은지를 비교하여, 만일 같으면
(A=B) 제3플립플럽(24)의 값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제3플립플럽(2
4)의 홀드단자(HOLD)로 인가한다.

제3플립플럽(24) 및 제2비교기(25)에 의하여 엣지위치값은 제1비교기(23)의 리셋신호에 따라 리셋되어 매 
클럭마다 0에서 11까지 하나씩 증가하고 그 값이 12가 되면 홀드신호에 의하여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제3도는 제2도의 제3플립플럽(24)에서 출력되는 엣지위치값을 이용하여 필터계수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신
호로 사용되는 에너지코드값을 발생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블럭도이다. 도면에서 31은 비교기, 그리고 33
은 먹스이다.

비교기(31)은 샘플데이타의 위치값 N과 엣지위치값을 비교하여, 당해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코드를 선
택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먹스(33)의 선택단자(S)로 인가한다.

먹스(33)는 선택단자(S)로 인가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현재의 에너지코드값(Ec)  및 현재의 에너지코드값 
바로 이전의 에너지코드값(Ep)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당해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코드값으로 출력한다.

즉, 비교기(31)에서 N값과 엣지위치값을 비교하여, 먹스(33)는 만일 N값이 엣지위치값보다 크면 과거의 
에너지코드값(Ep)을,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에너지코드값(Ec)를 선택하여 N번째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
지코드값(E1, E0)으로 출력한다. 여기서 발생된 에너지코드값은 다음에 설명되는 필터계수 선택장치로 공
급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의한 디지탈필터의 필터계수 선택장치의 구성블럭도로서, 디지탈필터에서 입력신호가 
복수의 크기레벨(M=PxQ;  크기레벨은 복수의 기준레벨(P)  및  기준레벨의 소정 배수의 레벨(Q)로 나누어
짐)을 가지는 경우에 각 샘플데이타에 대하여 적용되는 필터계수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이다. 도면에서 41
은 입력 디지탈데이타를 소정 비트쉬프트시키는 비트쉬프터, 43은 제어신호에 따라 입력신호들 중 하나의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느 먹스, 그리고 45와 47은 필터계수가 저장된 메모리이다.

메모리(45, 47)은 입력신호의 복수의 기준레벨에 대응하는 복수의 필터계수를 저장하며, 먹스(43)는 각 
샘플데이타의 크기레벨에 따른 기준레벨에 대응하여 메모리(45, 47)의 필터계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하며, 비트쉬프터(41)는 각 샘플데이타의 크기레벨이 기준레벨의 소정 배수의 레벨인 경우에, 먹스(43)에
서 선택된 필터계수를 소정배수에 대응하여 비트 쉬프트시켜 샘플데이타에 대한 필터계수를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서 메모리(45, 47)는 기준레벨 A에 대한 계수 및 A/√2에 대한 계수를 각각 저장하고 있으며, 
샘플데이타의 에너지코드(E0)에 따라 그 중 하나가 선택되어 출력되며, 그 출력은 다시 비트쉬프터(41)를 
통하여 선택적(E1)으로 비트쉬프트되어 필터계수로 출력된다. 이렇게 출력된 필터계수는 필터연산부에 제
공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4가지 레벨(A, A/√2, A/2, A/2√2)을 가지는 입력신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A 및 A/√2) 
레벨신호에 대한 필터계수를 저장해 두고, A/2 및 A/2√2 레벨값은 비트 쉬프트시켜 구한다. 메모리(45)
는 레벨 A에 대한 필터계수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이며, 메모리(47)은 레벨 A/√2에 대한 필터계수를 저장
하는 레지스터이다. 두레지스터는 오버샘플 카운터(도시되지 않음)가 0에서 3까지 반복하여 카운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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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C4N에서 C4N+3까지 및 C4N
*
에서 C4N+3

*
까지 차례대로 하나씩의 데이타가 출력된다.

먹스(43)는 에너지코드의 비트0(E1)의 값에 따라 C 또는 C*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비트쉬프트(41)은 에너
지코드의 비트1(E0)의 값에 따라 먹스의 출력값을 쉬프트 라이트(shift right)하여 출력한다. 레벨값이 
A/2 및 A/2√2인 경우에는 에너지코드 비트1이 1인 경우로서, 비트쉬프트에 의하여 쉬프트 라이트(shift 
right) 동작을 통하여 1/2 스케일링(scaling)한다.

다음에 도시된 표 1은 에너지코드와 레벨값과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 1]

본 발명에서는 IS-95 디지탈 셀룰러의 송신부 베이스밴드 필터와 같이 필터 입력신호의 레벨이 이산적인 
몇 가지 레벨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승산기나 롬을 사용하는 것이 하드웨어의 소요 
면에서 경제적이지 못한 점을 개선한 것으로, 두 가지의 계수셋(set)을 저장하고 이를 코드화된 에너지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단일 비트 입력의 FIR 필터의 구조를 유지하여 그 구현
시에 필요한 하드웨어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코드를 필터 윈도우만큼 그대로 저장하는 대신 에너지 엣지 검출기를 구현하여 현재 및 이전 
코드값만을 저장하고 엣지의 위치를 변동시킴으로써, 하드웨어의 구현에 사용되는 플립플럽의 수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본 발명은 한 개의 필터를 사용하여 여러 채널의 데이타를 시분할로 처리할 경우 그 하드웨
어의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8개 채널의 데이타를 필터링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채널별
로 데이타 및 에너지 코드에 대한 저장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필터 연산은 동일한 하드웨어를 시분할
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엣지 검출기를 이용하게 되면 각 채널별로 필요한 플립플럽의 수는 크
게 주는데 비해 필터 연산부에서 에너지 엣지 검출기의 출력으로부터 에너지 코드를 결정하기 위한 회로 
부분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하드웨어의 절감 효과는 단일 채널에 비하여 8배가 된다.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많은 변형이 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에 의해 가능함은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신호를 일정시간 동안 지연된 신호로 유지하고, 각각의 지연된 샘플데이타들에 대하여 해당하는 필터
계수를 각각 곱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출력하는 통신시스템에서의 디지탈필터에서, 상기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이 필터 윈도우 내에서 많아야 한 번 변화하는 경우에, 상기 각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레벨
을 검출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현재의 에너지레벨값을 저장하기 위하여,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값이 
입력되는 제1저장수단(21); 현재의 에너지레벨값 바로 이전의 에너지레벨값을 저장하기 위하여, 상기 제1
저장수단의 출력데이타가 입력되는 제2저장수단(22);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값이 상기 제1저장수단에 저
장된 현재의 에너지레벨값과 같은지를 비교하여, 다르면 상기 제1 및 제2저장수단의 데이타를 갱신하게 
하는 제1비교수단(23); 상기 제1비교수단에 의한 비교결과가 다르면, 에너지레벨의 변화가 검출된 윈도우 
내의 위치값를 발생하기 위한 엣지위치 검출수단(24, 25); 샘플데이타의 위치값과 상기 엣지위치 검출수
단에서 검출된 위치값을 비교하는 제2비교수단(31); 및 상기 제2비교수단의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제1 또
는 제2저장수단에 저장된 데이타 중 하나의 데이타를 선택하여 상기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레벨값으로 
출력하는 에너지레벨 선택수단(23)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필터에서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 검
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엣지위치 검출수단은 상기 제1비교수단에 의한 비교결과가 다르면 저장된 값을 리
셋시키고, 클럭(CLK)에 의하여 카운트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며, 홀드신호가 입력되면 현재의 값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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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여, 에너지레벨의 변화가 검출된 엣지위치값을 발생하기 위한 제3저장수단(24); 및 상기 제32저장
수단의 출력값과 최대 샘플데이타의 수와 같은지를 비교하여, 만일 같으면 상기 제3저장수단의 값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홀드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제3저장수단으로 인가하는 제2비교수단(25)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필터에서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 검출장치.

청구항 3 

입력신호를 일정시간 동안 지연된 신호로 유지하고, 각각의 지연된 샘플데이타들에 대하여 해당하는 필터
계수를 각각 곱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출력하는 통신시스템에서의 디지탈필터에서, 상기 입력신호가 
복수의 크기레벨(M=PxQ; 상기 크기레벨은 복수의 기준레벨(P) 및 기준레벨의 소정 배수의 레벨(Q)로 나누
어짐)을 가지는 경우에 각 샘플데이타에 적용되는 필터계수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신
호에 대한 복수의 기준레벨에 대응하는 복수의 필터계수를 저장하기 위한 계수저장수단(45, 47); 각 샘플
데이타의 크기레벨에 따른 기준레벨에 대응하여 상기 계수저장수단의 필터계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하기  위한  제1선택수단(43);  및  각  샘플데이타의  크기레벨이  상기  기준레벨의  소정  배수인  레벨인 
경우에, 상기 제1선택수단에서 선택된 필터계수를 상기 소정 배수에 대응하여 비트 쉬프트시켜 상기 샘플
데이타에 대한 필터계수를 출력하기 위한 제2선택수단(41)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필터의 필터
계수선택장치.

청구항 4 

입력신호를 일정시간 동안 지연된 신호로 유지하고, 각각의 지연된 샘플데이타들에 대하여 해당하는 필터
계수를 각각 곱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출력하는 통신시스템에서의 디지탈필터에서, 상기 입력신호는 
복수 개의 이산적인 에너지레벨을 가지며, 상기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이 필터 윈도우 내에서 많아야 한 
번 변화하는 경우에, 상기 입력신호를 필터링하기 위한 디지탈필터에 있어서, 상기 입력신호를 소정의 지
연시간 동안 차례대로 지연된 신호로 복수의 샘플데이타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타 저장수단(11); 입력신호
의 에너지레벨값이 현재의 에너지레벨값과 같은지를 비교하여, 에너지레벨이 변화된 위치값을 검출하고, 
샘플데이타의 위치값과 상기 검출된 위치값을 비교하여, 현재의 에너지레벨값 또는 현재의 에너지레벨값 
바로 이전의 에너지레벨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레벨값으로 출력하고, 상기 각 
샘플데이타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에너지레벨에 대응하는 필터계수를 선택하기 위한 계수선택수단(13); 
상기 데이타 저장수단의 각 샘플데이타값에 따라 상기 계수선택수단에서 선택된 계수의 부호를 각각 변환
하기 위한 부호변환수단(15); 및 상기 부호변환수단의 출력을 모두 합하여 출력하기 위한 가산수단(17)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필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레벨 선택수단은 현재의 에너지레벨값을 저장하기 위하여, 입력신호의 에너
지레벨값이 입력되는 제1저장수단(21); 현재의 에너지레벨값 바로 이전의 에너지레벨값을 저장하기 위하
여, 상기 제1저장수단의 출력데이타가 입력되는 제2저장수단(22); 입력신호의 에너지레벨값이 상기 제1저
장수단에 저장된 현재의 에너지레벨값과 같은지를 비교하여, 다르면 상기 제1 및 제2저장수단의 데이타를 
갱신하게 하는 제1비교수단(23); 상기 제1비교수단에 의한 비교결과가 다르면, 에너지레벨의 변화가 검출
된 위도우 내의 위치값을 발생하기 위한 엣지위치 검출수단(24,25); 샘플데이타의 위치값과 상기 엣지위
치 검출수단에서 검출된 위치값을 비교하는 제2비교수단(31); 및 상기 제2비교수단의 비교결과에 따라 상
기 제1 또는 제2저장수단에 저장된 데이타 중 하나의 데이타를 선택하여 상기 샘플데이타에 대한 에너지
레벨값으로 출력하는 에너지레벨 선택수단(23)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필터.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선택수단은 상기 입력신호에 대한 복수의 기준레벨에 대응하는 복수의 필터계
수를 저장하기 위한 계수저장수단(45, 47); 각 샘플데이타의 크기레벨에 따른 기준레벨에 대응하여 상기 
계수저장수단의 필터계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1선택수단(43); 및 각 샘플데이타의 크기
레벨이 상기 기준레벨의 소정 배수의 레벨인 경우에, 상기 제1선택수단에서 선택된 필터계수를 상기 소정 
배수에 대응하여 비트 쉬프트시켜 상기 샘플데이타에 대한 필터계수를 출력하기 위한 제2선택수단(41)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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