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4B 1/713 (2006.01)

     H04B 1/38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41612

2007년04월18일

(21) 출원번호 10-2007-7005214

(22) 출원일자 2007년03월05일

심사청구일자 2007년03월05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7년03월05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5/014715 (87) 국제공개번호 WO 2006/014021

국제출원일자 2005년08월04일 국제공개일자 2006년02월09일

(30) 우선권주장 JP-P-2004-00230279

JP-P-2004-00338520

JP-P-2005-00206549

2004년08월06일

2004년11월24일

2005년07월15일

일본(JP)

일본(JP)

일본(JP)

(71) 출원인 세이코 엡슨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초메 4-1

(72) 발명자 미즈카미 히로미츠

일본 나가노켄 스와시 오와 3쵸메 3반 5고 세이코 엡슨가부시키가이샤

내

이노구치 마코토

일본 나가노켄 스와시 오와 3쵸메 3반 5고 세이코 엡슨가부시키가이샤

내

(74) 대리인 김창세

전체 청구항 수 : 총 30 항

(54) 무선 통신 단말 및 무선 통신 제어 방법

(57) 요약

호핑 제어 장치(113)는, 호핑 패턴 P1∼PN 중에서 하나의 호핑 패턴을 선택하고, 선택한 호핑 패턴에 배열된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12)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주파

수 신디사이저(114, 115)에 유선으로 송출하고, 주파수 신디사이저(114, 115)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혼합기(103, 109)로 각각 출력함으로써,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통신을 제 1 하우징부

K11과 제 2 하우징부 K12 사이에서 행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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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frequency hopping sequence)에 따라 송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송신부와,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수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수신부와,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무선 송신부 및 상기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

제 1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송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무선 송신부와,

상기 제 1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수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무선 수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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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주파수 호핑 시퀀스로 특정되는 호핑 주파수와 겹치지 않도록 송신 시의 호핑 주파수가 설정된 제 2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송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무선 송신부와,

상기 제 2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수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무선 수신부와,

상기 제 1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1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1 무선 수

신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고, 또한 상기 제 2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

기 제 2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2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호핑 제어부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호핑 주파수가 배열된 호핑 패턴을 취득하는 호핑 패턴 취득부와,

상기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의 출력을 1슬롯만큼 지연시키는 호핑 패턴 지연부

를 구비하고,

상기 호핑 패턴 취득부에서 취득된 호핑 패턴을 소정의 호핑 타이밍에 따라 상기 제 1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1 무선 수신

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고, 또한 상기 호핑 패턴 지연부로부터 출력된 호핑 패턴을 상기 호핑 타이밍에 따라 상기 제

2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2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데이터 통신의 데이터량에 근거하여 슬롯 길이를 설정하는 슬롯 길이 설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호핑 제어부는, 상기 슬롯 길이 설정부에서 설정된 슬롯 길이에 근거하여, 통신 시의 호핑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5.

제 2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1 및 제 2 무선 수신부는, 동일 반도체 칩 내, 동일 프린트 기판 상 또는 동일 하

우징 내 또는 동일 모듈 내 또는 동일 패키지 내 또는 일체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6.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송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송신부와,

공개특허 10-2007-0041612

- 3 -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수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수신부와,

상기 무선 송신부에서의 주파수 호핑 제어를 행하는 제 1 호핑 제어부와,

상기 무선 수신부에서의 주파수 호핑 제어를 행하는 제 2 호핑 제어부와,

상기 무선 송신부 및 상기 무선 수신부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가 일치하도록, 상기 제 1 호핑 제어부와 상기 제 2 호핑 제어

부 사이에서 유선으로 제어를 행하는 유선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호핑 제어부 쪽에 마련되고, 호핑 주파수가 배열된 호핑 패턴을 기억하는 제 1 호핑 패턴 기억부와,

상기 제 2 호핑 제어부 쪽에 마련되고, 상기 제 1 호핑 패턴 기억부에 기억된 호핑 패턴과 동일한 호핑 패턴을 기억하는 제

2 호핑 패턴 기억부

를 구비하며,

상기 유선 제어부는, 상기 무선 송신부와 상기 무선 수신부 사이의 호핑 패턴 및 호핑 타이밍이 각각 일치하도록, 호핑 패

턴의 선택과 초기 위상의 설정을 통신 개시 시에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호핑 제어부는, 호핑 주파수가 배열된 호핑 패턴을 생성하는 제 1 호핑 패턴 생성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호핑 제어부는, 상기 제 1 호핑 패턴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호핑 패턴과 동일한 호핑 패턴을 생성하는 제 2 호핑

패턴 생성부를 구비하며,

상기 유선 제어부는, 상기 호핑 패턴의 호핑 타이밍을 일치시키는 리셋 신호를 상기 제 1 호핑 제어부와 상기 제 2 호핑 제

어부 사이에서 송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9.

제 6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데이터 통신의 데이터량에 근거하여 슬롯 길이를 설정하는 슬롯 길이 설정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호핑 제어부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은, 상기 슬롯 길이 설정부에서 설정된 슬롯 길이에 근거하여, 통신 시

의 호핑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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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6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수신부에서 수신된 수신 데이터의 에러율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부와,

상기 에러율 검출부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변경하는 호핑 시퀀스 변경부

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11.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송신부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수신부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를 상기 무선 송신부 및 상기 무선 수신부에 유선으로 공급하는 유선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를 제어하는 주파수 제어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

선 통신 단말.

청구항 13.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송신부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수신부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chirping)을 행하게 하는 제어부와,

상기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상기 무선 송신부 및 상기 무선 수신부에 유선으로 공급

하는 유선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송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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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를 체배(multiplying)함으로써 제 1 캐리어 신호를 생성하는 제 1 주파수 체배 회로와,

상기 제 1 캐리어 신호를 베이스 밴드 신호에 혼합함으로써, 상기 베이스 밴드 신호의 업 컨버트(up-convert)를 행하는 제

1 혼합기

를 구비하고,

상기 무선 수신부는,

상기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를 체배함으로써 검파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주파수 체배 회로와,

상기 검파 신호를 수신 신호에 혼합함으로써, 상기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down-convert)를 행하는 제 2 혼합기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15.

제 13 항 또는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수신부에서 수신된 수신 데이터의 에러율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에러율 검출부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통신 시의 호핑 주파수 또는 처핑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16.

제 6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송신부 및 상기 무선 수신부는, 동일 반도체 칩 내, 동일 프린트 기판 상 또는 동일 하우징 내 또는 동일 모듈 내

또는 동일 패키지 내 또는 일체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17.

제 1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무선 송신부와,

상기 제 1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무선 수신부와,

상기 제 1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제 1 국부 발진기와,

제 2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무선 송신부와,

상기 제 2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무선 수신부와,

상기 제 2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국부 발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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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및 제 2 국부 발진기로부터 출력되는 주파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국부 발진기에서 각각 생

성되는 제 1 및 제 2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을 행하게 하는 제어부와,

상기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제 1 국부 발진 신호를 상기 제 1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1 무선 수신부에

유선으로 공급하는 제 1 유선부와,

상기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제 2 국부 발진 신호를 상기 제 2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2 무선 수신부에

유선으로 공급하는 제 2 유선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무선 수신부 및 상기 제 2 무선 수신부 중 적어도 어느 한쪽에서 수신된 수신 데이터의 에러율을 검출하는 에러

율 검출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에러율 검출부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통신 시의 호핑 주파수 또는 처핑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19.

제 17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데이터 통신의 데이터량에 근거하여 슬롯 길이를 설정하는 슬롯 길이 설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슬롯 길이 설정부에서 설정된 슬롯 길이에 근거하여, 통신 시의 호핑 주파수 또는 처핑 주파수를 변경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0.

제 17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1 및 제 2 무선 수신부는, 동일 반도체 칩 내, 동일 프린트 기판 상 또는 동일 하

우징 내 또는 동일 모듈 내 또는 동일 패키지 내 또는 일체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1.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연결된 제 2 하우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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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간의 위치 관계를 바꿀 수 있도록 상기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를 연

결하는 연결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 또는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되고, 상기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통해 행해지는 외부 무선 통신의 제어를 주로 담당하는

외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표시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되고,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

어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되고,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

어부와,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방

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2.

동일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과,

상기 제 1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회로 블록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방

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3.

실장 기판 상에 실장된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과,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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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

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

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방

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4.

제 1 반도체 칩이 실장된 제 1 실장 기판과,

제 2 반도체 칩이 실장된 제 2 실장 기판과,

상기 제 1 실장 기판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접속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실장 기판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접속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실장 기판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

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실장 기판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

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방

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5.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연결된 제 2 하우징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간의 위치 관계를 바꿀 수 있도록 상기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를 연

결하는 연결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 또는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되고, 상기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통해 행해지는 외부 무선 통신의 제어를 주로 담당하는

외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표시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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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되고,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받으면서 내부 무선 통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

어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되고, 상기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받으면서 내부 무선 통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

신 제어부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을 행하게 하는 제어부와,

상기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방에 유선

으로 공급하는 유선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6.

동일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과,

상기 제 1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을 행하게 하는 주파수 제어부와,

상기 제 1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7.

실장 기판 상에 실장된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과,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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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을 행하게 하는 주파수 제어부와,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8.

제 1 반도체 칩이 실장된 제 1 실장 기판과,

제 2 반도체 칩이 실장된 제 2 실장 기판과,

상기 제 1 실장 기판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접속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실장 기판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접속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을 행하게 하는 주파수 제어부와,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실장 기판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실장 기판 사이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9.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송신 쪽과 수신 쪽의 쌍방에 유선으로 공급하

면서, 주파수 호핑 방식의 데이터 전송을 상기 송신 쪽과 상기 수신 쪽의 사이에서 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제어 방법.

청구항 30.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송신 쪽과 수신 쪽의 쌍방에 유선으로 공급하면서, 주파수 호

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의 무선 통신을 상기 송신 쪽과 상기 수신 쪽의 사이에서 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제어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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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무선 통신 단말 및 무선 통신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고, 특히, 송신 쪽과 수신 쪽의 통신 장치가 소정의 호핑 시퀀

스에 따라 송수신 주파수를 호핑(hopping)시키면서 통신하는 주파수 호핑 무선 통신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배경기술

스펙트럼 확산 무선 통신 기술의 하나로서 주파수 호핑 방식이 있다. 이 주파수 호핑 방식에서는, 호핑 패턴을 적절히 선택

함으로써, 한정된 주파수 대역 중에 많은 독립된 통신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주파수 호핑 방식의 통신 시스템에서는, 송신측 통신 장치와 수신측 통신 장치가, 동일한 호핑 시퀀스(호핑 패턴)

에 따라, 송신 주파수 및 수신 주파수를 서로 동기하여 호핑시킨다. 이 때 사용되는 송수신 주파수의 호핑 시퀀스에는, 반

복 주기가 비교적 짧은 것과, 비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 반복 주기를 갖는 것이 있다. 그리고, 호핑 시퀀스가 상기 어떤

경우더라도, 수신측 통신 장치에서는, 송신측 통신 장치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송신 주파수가 호핑 시퀀스 중 어떤 주파

수인지를 특정하고, 수신 주파수의 호핑 타이밍을 송신측 통신 장치에 동기시키는 동기 포착 기술이 중요해진다.

주파수 호핑 스펙트럼 통신 방식은, 데이터 레이트와 주파수 호핑 레이트의 관계로부터 저속 주파수 호핑 스펙트럼 확산

방식과 고속 주파수 호핑 스펙트럼 확산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속 주파수 호핑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식은, 주파수 호핑 레이트가 데이터 레이트보다 낮은 방식이고, 복수의 심벌을 하

나의 주파수로 전송한다. 이러한 저속 주파수 호핑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식으로서, 일본 공개 특허 공보 평7-30516호에

는, 복조한 정보의 비트수를 계수하는 것에 의해 주파수의 전환 타이밍을 결정하고, 송신기와 수신기의 주파수 동기를 취

하는 방식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일본 공개 특허 공보 평5-191378호에는, 다음에 사용하는 주파수 정보를 패킷 중에 포

함하고, 패킷 중에 포함되는 주파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송신기와 수신기의 사용 주파수의 동기를 취하는 방법이 개시되

어 있다. 또한, 일본 공개 특허 공보 평11-8571호에는, f-V 변환을 하는 것에 의해 주파수의 어긋남을 검지하여, 수신 쪽

의 주파수를 설정하는 방식이 개시되어 있다.

한편, 고속 주파수 호핑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식은, 주파수 호핑 레이트가 데이터 레이트보다 높은 방식이고, 하나의 심벌

을 복수의 주파수로 전송한다. 이 방식에서는 1심벌을 복수의 주파수로 송신하기 때문에, 멀티패스 페이딩 등의 주파수 선

택성 페이딩에 대하여 양호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고속 주파수 호핑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식으로서, 일본 공개

특허 공보 평8-191260호에는, 호핑 계열의 동기 획득을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는 고속 주파수 호핑 스펙트럼 확산 수신기

및 그것에 이용하는 상관기 및 동기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특허 문헌 1, 2에 개시된 방법에서는, 수신기 쪽에서, 복조기를 통과한 신호로부터 사용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된다. 그 때문에, 복조기에서 정확하게 복조된 신호가 없으면 초기 동기 포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초기 동기 포착에는, 송

신기와 수신기의 주파수가 일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동기를 취하기 위해 필요해지는 만큼의 프리엠블 신호

를 출력하는 것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특허 문헌 3에 개시된 방법에서는, f-V 변환으로 주파수의 어긋남을 검지하고, 수신 쪽의 주파수를 설정하기 위해,

주파수의 어긋남을 검출하고 나서 수신국 발(發)의 주파수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다. 또한, 이 방식을 매우 넓은 대

역을 갖는 통신 시스템에 이용한 경우, 광 대역에 걸쳐 선형인 f-V 변환기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문헌 4에 개시된 방법에서는, 종래의 고속 호핑의 동기 포착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지

만, 그 방법을 이용했다고 해도 상관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에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상관을 취하기 위한

회로가 필요하게 되어 수신기의 회로가 복잡하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무선 통신 환경에 관계 없이, 주파수 호핑 동작을 송신 쪽과 수신 쪽의 사이에서 안정하게

행할 수 있고, 또한 주파수 호핑의 동기를 재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단말 및 무선 통신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주파수 오프셋을 수반하지 않고 송신 쪽과 수신 쪽의 사이에서 주파수 호핑 동작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주파수 동기를 위한 프리엠블 신호를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단말 및 무선 통신 제어 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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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송

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송신부와,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수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무

선 수신부와,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무선 송신부 및 상기 무선 수

신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선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이 때문에,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지고, 수신 신호로부터 호핑 패턴을

무선 수신부 쪽에서 추정하여, 초기 동기 포착을 할 필요가 없어짐과 아울러,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결

과, 무선 수신부의 회로 구성을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한 동기를 취하기 위해 필요해지는 만큼의 프리엠블 신호

의 출력이 불필요하게 되어,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제 1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송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

하는 제 1 무선 송신부와, 상기 제 1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수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무선 수신부와, 상

기 제 1 주파수 호핑 시퀀스로 특정되는 호핑 주파수와 겹치지 않도록 송신 시의 호핑 주파수가 설정된 제 2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송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무선 송신부와, 상기 제 2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수신 데이터

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무선 수신부와, 상기 제 1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1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1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고, 또한 상기 제 2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2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2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

핑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 1 무선 송신부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와 제 2 무선 송신부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가 동일 대역에

서 충돌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하면서,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쌍 방향 통신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호핑 제어부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호핑 주파수가 배열된

호핑 패턴을 취득하는 호핑 패턴 취득부와, 상기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의 출력을 1슬롯만큼 지연시키는 호핑

패턴 지연부를 구비하고, 상기 호핑 패턴 취득부에서 취득된 호핑 패턴을 소정의 호핑 타이밍에 따라 상기 제 1 무선 송신

부 및 상기 제 1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고, 또한 상기 호핑 패턴 지연부로부터 출력된 호핑 패턴을 상기 호

핑 타이밍에 따라 상기 제 2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2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의 출력을 지연시킴으로써, 제 1 무선 송신부에서의 송신 시의 호핑 주파수

와 제 2 무선 송신부에서의 송신 시의 호핑 주파수가 겹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로 구성의 간략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제 1 무선 송신부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와 제 2 무선 송신부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가 동일 대역에서

충돌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쌍 방향 통신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제 1 및 제 2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1 및 제 2 무선 수신부

는, 동일 반도체 칩 내, 동일 프린트 기판 상 또는 동일 하우징 내 또는 동일 모듈 내 또는 동일 패키지 내 혹은 일체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제 1 및 제 2 무선 송신부 및 제 1 및 제 2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

선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면서, 동일 제품 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동일 제품 내에서의 데이

터 전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송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송신부와,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수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수신부와, 상기 무선 송

신부에서의 주파수 호핑 제어를 하는 제 1 호핑 제어부와, 상기 무선 수신부에서의 주파수 호핑 제어를 하는 제 2 호핑 제

어부와, 상기 무선 송신부 및 상기 무선 수신부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가 일치하도록, 상기 제 1 호핑 제어부와 상기 제 2 호

핑 제어부 사이에서 유선으로 제어하는 유선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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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일치시키면서,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호핑 제어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지고, 아울러

유선 제어부에 의한 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해져, 고속 호핑에 대응하면서,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

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제 1 호핑 제어부 쪽에 마련되어, 호핑 주파수가 배열된 호

핑 패턴을 기억하는 제 1 호핑 패턴 기억부와, 상기 제 2 호핑 제어부 쪽에 마련되어, 상기 제 1 호핑 패턴 기억부에 기억된

호핑 패턴과 동일한 호핑 패턴을 기억하는 제 2 호핑 패턴 기억부를 구비하고, 상기 유선 제어부는, 상기 무선 송신부와 상

기 무선 수신부 사이의 호핑 패턴 및 호핑 타이밍이 각각 일치하도록, 호핑 패턴의 선택과 초기 위상의 설정을 통신 개시

시에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호핑 제어를 개별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됨과 아울러, 호핑 패턴의 선택과 초기 위

상의 설정을 통신 개시 시에 실행함으로써,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일치시킬 수 있다. 이 때

문에, 유선 제어부에 의한 제어를 호핑 타이밍마다 실행하는 일없이,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

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 고속 호핑에 대응하면서,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제 1 호핑 제어부는 호핑 주파수가 배열된 호핑 패턴을 생

성하는 제 1 호핑 패턴 생성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호핑 제어부는 상기 제 1 호핑 패턴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호핑 패턴

과 동일한 호핑 패턴을 생성하는 제 2 호핑 패턴 생성부를 구비하며, 상기 유선 제어부는 상기 호핑 패턴의 호핑 타이밍을

일치시키는 리셋 신호를 상기 제 1 호핑 제어부와 상기 제 2 호핑 제어부 사이에서 송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호핑 제어를 개별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됨과 아울러, 통신 개시 시에 리셋 신호를

유선으로 송출하는 것에 의해,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일치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선 제

어부에 의한 제어를 호핑 타이밍마다 실행하는 일없이,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 고속 호핑에 대응하면서,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데이터 통신의 데이터량에 근거하여 슬롯 길이를 설정하는 슬롯

길이 설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호핑 제어부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은, 상기 슬롯 길이 설정부에서 설정된 슬

롯 길이에 근거하여, 통신 시의 호핑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공유하면서, 슬롯 길이를 변화

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면

서, 데이터 통신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

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무선 수신부에서 수신된 수신 데이터의 에러율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부와, 상기 에러율 검출부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변경하는 호핑 시퀀스

변경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공유하면서, 호핑 주파수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통신 상황이 나쁜 주파수를 피하면서,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

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

를 공급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송신부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를 공급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수신부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를 상기 무선 송신부 및 상기 무선 수신부에 유선으로 공

급하는 유선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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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일한 국부 발진 신호를 기준으로 하면서 송신 처리 및 수신 처리를 행할 수 있어, 무선 송신부와 무선 수신부

사이에서 항상 같은 주파수의 재생 클럭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진 주파수의 안정도나 주파수 정밀도에 의한 오차

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저렴한 국부 발진기를 이용한 경우에도, 안정도가 높은 통신 회로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를 제

어하는 주파수 제어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를 항상 동일 주파수에 동기시키면서 스펙트럼 확산 무선 통신을 행할 수 있게 되

어, 회로 구성의 간략화를 도모하면서, 한정된 주파수 대역 내에 많은 독립된 통신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공급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

를 행하는 무선 송신부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를 공급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무선 수신부와, 상

기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를 호핑 또는 처핑

하게 하는 제어부와, 상기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상기 무선 송신부 및 상기 무선 수

신부에 유선으로 공급하는 유선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선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주파수 호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의 무선 통신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를 항상 동일 주파수에 동기시키면서 동작시키는 것이 가능해져, 수신 신호로부터 호핑 패턴 또는

처핑 패턴을 무선 수신부 쪽에서 추정하여, 초기 동기 포착을 할 필요가 없게 됨과 아울러,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 또는 처

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 또는 주

파수 처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무선 수신부의 회로 구성을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동기

를 취하기 위해 필요해지는 만큼의 프리엠블 신호의 출력이 불필요하게 되어,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무선 송신부는, 상기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를 체배함으

로써 제 1 캐리어 신호를 생성하는 제 1 주파수 체배 회로와, 상기 제 1 캐리어 신호를 베이스 밴드 신호에 혼합함으로써,

상기 베이스 밴드 신호를 업 컨버트하는 제 1 혼합기를 구비하고, 상기 무선 수신부는, 상기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를 체

배함으로써 검파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주파수 체배 회로와, 상기 검파 신호를 수신 신호에 혼합함으로써, 상기 수신 신호

를 다운 컨버트하는 제 2 혼합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같이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업 컨버트 및 다운 컨버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주파수 호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의 무선 통신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를 항상 동일 주파수에 동기시

키면서 동작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주파수 호핑 또는 주파수 처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수신 쪽과 송신

쪽의 사이에서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져,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 또는 처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

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무선 수신부에서 수신된 수신 데이터의 에러율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에러율 검출부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통신 시의 호핑 주파수

또는 처핑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선으로

공유하면서, 호핑 주파수 또는 처핑 주파수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통신 상황이 나쁜 주파

수를 피하면서,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 또는 주파수 처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 수

신 쪽에서 호핑 패턴 또는 처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무선 송신부 및 상기 무선 수신부는, 동일 반도체 칩 내, 동

일 프린트 기판 상 또는 동일 하우징 내 또는 동일 모듈 내 또는 동일 패키지 내 또는 일체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내에 배치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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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제 1 및 제 2 무선 송신부 및 제 1 및 제 2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

선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면서, 동일 제품 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어, 동일 제품 내에서의 데

이터 전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제 1 국부 발진 신호를 공급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무선 송신부와, 상기 제 1 국부 발진 신호를 공급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무선 수신부와, 상기 제 1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제 1 국부 발진기와, 제 2 국부 발진 신호를 공급받으면서 무선 통

신 데이터의 송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무선 송신부와, 상기 제 2 국부 발진 신호를 공급받으면서 무선 통신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무선 수신부와, 상기 제 2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국부 발진기와, 상기 제 1 및 제 2 국부 발진

기로부터 출력되는 주파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국부 발진기에서 각각 생성되는 제 1 및 제 2 국부 발

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을 하게 하는 제어부와, 상기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되는 제 1 국부 발진

신호를 상기 제 1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1 무선 수신부에 유선으로 공급하는 제 1 유선부와, 상기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되는 제 2 국부 발진 신호를 상기 제 2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2 무선 수신부에 유선으로 공급하는 제 2 유

선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 1 무선 송신부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와 제 2 무선 송신부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가 동일 대역에

서 충돌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하면서,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무선 송신부 및 무

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선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 또는 처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에 의한 쌍 방향 통신을 안정하게 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제 1 무선 수신부 및 상기 제 2 무선 수신부 중 적어도 어느

한쪽에서 수신된 수신 데이터의 에러율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에러율 검출부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통신 시의 호핑 주파수 또는 처핑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선으로

공유하면서, 호핑 주파수 또는 처핑 주파수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통신 상황이 나쁜 주파

수를 피하면서,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 또는 주파수 처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 수

신 쪽에서 호핑 패턴 또는 처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데이터 통신의 데이터량에 근거하여 슬롯 길이를 설정하는 슬롯

길이 설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슬롯 길이 설정부에서 설정된 슬롯 길이에 근거하여, 통신 시의 호핑 주

파수 또는 처핑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선으로

공유하면서, 슬롯 길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 또

는 주파수 처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면서, 데이터 통신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 또

는 처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상기 제 1 및 제 2 무선 송신부 및 상기 제 1 및 제 2 무선 수신부

는, 동일 반도체 칩 내, 동일 프린트 기판 상 또는 동일 하우징 내 또는 동일 모듈 내 또는 동일 패키지 내 또는 일체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선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면

서, 동일 제품 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어, 동일 제품 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효율적으로 실행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연결된 제 2 하우징부

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상기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2 하우

징부를 연결하는 연결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 또는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되어, 상기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통해 행해지는 외부 무선 통신의 제어를 주로 담당하는 외부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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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표시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

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되어, 국부 발진 신호를 공급받으

면서 내부 무선 통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되어, 상기 국부 발진 신호를

공급받으면서 내부 무선 통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

와,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을 하게 하는 제어부와, 상기 호핑 또는 처

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공급하는 유

선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선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주파수 호핑 또는 주파수 처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

어져,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 또는 처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에 의한 내부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제 1 하우징부와 제 2 하우징부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량의 증대에 대응하면서, 제 1 하우징부와 제 2 하우징부 사이에서 유선으로 보내지는 데이터 전

송량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다. 그 결과, 연결부의 구성을 복잡화시키지 않고, 제 1 하우징부와 제 2 하우징부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져, 비용 상승을 억제하면서, 무선 통신 단말의 소형 박형화 및 고신뢰성화를 도모하는 것

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무선 통신 단말의 휴대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무선 통신 단말의 대화면화 및 다기능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동일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과, 상기 제 1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

도체 칩에 형성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탑재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주파

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동일 반도체 칩 상에서 여러 가지의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반도체 칩에 형성된 회로 블럭간의 통신을 무선

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반도체 칩상에 형성되는 배선 수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 반도체 칩 내에서의 레이아웃

설계의 자유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대량의 데이터의 교환을 반도체 칩 내에서 고속으로 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실장 기판 상에 실장된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과, 상기 제 1 반

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탑재되어,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

부 무선 통신에 의해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탑재되어,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

와,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

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실장 기판 상에 실장된 반도체 칩간의 통신을 무선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실장 기판 상에 형성되는 배선 수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실장 기판 상에서의 레이아웃 설계의 자유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대

량의 데이터 교환을 실장 기판 상에서 고속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제 1 반도체 칩이 실장된 제 1 실장 기판과, 제 2 반도체 칩이 실

장된 제 2 실장 기판과, 상기 제 1 실장 기판 상에 형성되어,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접속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

와, 상기 제 2 실장 기판 상에 형성되어,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접속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탑재되어, 상기 제 1 및 제 2 실장 기판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

에 의해 실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탑재되어, 상기 제 1 및 제 2 실장 기판 사이에서

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실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방에 유

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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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장 기판간의 통신을 무선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실장 기판 사이에 형성되는 배선 수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

다. 이 때문에, 실장 기판 상에서의 레이아웃 설계의 자유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대량의 데이터 교환을

실장 기판 사이에서 고속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연결된 제 2 하우징부

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상기 제 1 하우징부와 상기 제 2 하우

징부를 연결하는 연결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 또는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되어, 상기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통해 행해지는 외부 무선 통신의 제어를 주로 담당하는 외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표시부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

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1 하우징부에 탑재되어,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

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 처리를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하우징부에 탑재되어,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 처리를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

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부를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제 1 및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의 쌍방에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 때문에,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져,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

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내부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

짐과 아울러, 제 1 하우징부와 제 2 하우징부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량의 증대에 대응하면서, 제 1 하우징부와 제 2 하우

징부 사이에서 유선으로 보내지는 데이터 전송량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다. 그 결과, 연결부의 구성을 복잡화시키지 않고,

제 1 하우징부와 제 2 하우징부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져, 비용 상승을 억제하면서, 무선 통신 단말의

소형 박형화 및 고신뢰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무선 통신 단말의 휴대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무선 통신

단말의 대화면화 및 다기능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동일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과, 상기 제 1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

도체 칩에 형성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

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을 하게 하는 주파수 제어부와, 상기 제 1 회로 블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

체 칩에 탑재되어,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실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회로 블

럭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칩에 탑재되어,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회로 블럭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

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동일 반도체 칩상에서 여러 가지의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반도체 칩에 형성된 회로 블럭간의 통신을 무선

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반도체 칩상에 형성되는 배선 수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 반도체 칩 내에서의 레이아웃

설계의 자유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대량의 데이터 교환을 반도체 칩 내에서 고속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실장 기판 상에 실장된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과, 상기 제 1 반

도체 칩에 형성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형성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을 하게

하는 주파수 제어부와,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탑재되어,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

을 유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행하는 제 1 내부 무

선 통신 제어부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탑재되어,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

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칩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

신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실장 기판 상에 실장된 반도체 칩간의 통신을 무선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실장 기판 상에 형성되는 배선 수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실장 기판 상에서의 레이아웃 설계의 자유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대

량의 데이터 교환을 실장 기판 상에서 고속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의하면, 제 1 반도체 칩이 실장된 제 1 실장 기판과, 제 2 반도체 칩이 실

장된 제 2 실장 기판과, 상기 제 1 실장 기판 상에 형성되어,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접속된 제 1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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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기 제 2 실장 기판 상에 형성되어,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접속된 제 2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와,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국부 발진기와, 상기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의 호핑 또는 처핑을 하게 하는 주파수

제어부와, 상기 제 1 반도체 칩에 탑재되어,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실장 기판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행하는 제 1 내부 무선 통신 제어

부와, 상기 제 2 반도체 칩에 탑재되어, 상기 주파수 제어부에서 주파수가 제어된 국부 발진 신호의 공급을 유선으로 받으

면서, 상기 제 1 및 제 2 실장 기판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행하는 제 2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실장 기판간의 통신을 무선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실장 기판 사이에 형성되는 배선 수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

다. 이 때문에, 실장 기판 상에서의 레이아웃 설계의 자유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대량의 데이터의 교환

을 실장 기판 사이에서 고속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제어 방법에 의하면,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송신 쪽과 수신 쪽의 쌍방에 유선으로 공급하면서, 주파수 호핑 방식의 데이터 전송을 상기 송신 쪽과 상

기 수신 쪽의 사이에서 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유선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져,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

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제어 방법에 의하면,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

를 송신 쪽과 수신 쪽의 쌍방에 유선으로 공급하면서, 주파수 호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의 무선 통신을 상기 송신

쪽과 상기 수신 쪽의 사이에서 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무선 송신부 및 무선 수신부의 쌍방에서 유선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주파수 호핑 또는 주파수 처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

어져,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 또는 처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 또는

주파수 처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무선 통신 제어 방법이 적용되는 폴더형 휴대 전화를 열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는 본 발

명의 무선 통신 제어 방법이 적용되는 폴더형 휴대 전화를 닫았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 및 도 2에서, 제 1 하우징부(1)의 표면에는, 조작 버튼(4)이 배치됨과 아울러, 제 1 하우징부(1)의 하단에는 마이크

(5)가 마련되고, 제 1 하우징부(1)의 상단에는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제 2 하우징부(2)의 표

면에는, 표시체(8)가 마련됨과 아울러, 제 2 하우징부(2)의 상단에는 스피커(9)가 마련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2)의 이

면에는, 표시체(11) 및 촬상 소자(12)가 마련된다. 또, 표시체(8, 11)로는, 예컨대, 액정 표시 패널, 유기 EL 패널 또는 플라

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촬상 소자(12)로는, CCD 또는 CMOS 센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 1 하우징부(1) 및 제 2 하우징부(2)에는, 제 1 하우징부(1)와 제 2 하우징부(2) 사이에서 내부 무선 통신을 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7, 10)가 각각 마련된다.

그리고, 제 1 하우징부(1) 및 제 2 하우징부(2)는 힌지(3)를 통해 연결되고, 제 2 하우징부(2)를 힌지(3)를 지점으로 하여

회전시키는 것에 의해, 제 2 하우징부(2)를 제 1 하우징부(1) 상에 겹칠 수 있다. 그리고, 제 2 하우징부(2)를 제 1 하우징

부(1) 상에 닫음으로써, 조작 버튼(4)을 제 2 하우징부(2)에 의해 보호할 수 있어, 휴대 전화를 갖고 다닐 때에 조작 버튼

(4)이 잘못 조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 2 하우징부(2)를 제 1 하우징부(1)로부터 여는 것에 의해, 표시체(8)를

보면서 조작 버튼(4)을 조작하거나, 스피커(9) 및 마이크(5)를 사용하면서 통화하거나, 조작 버튼(4)을 조작하면서 촬상을

하거나 할 수 있다.

여기서, 폴더 구조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제 2 하우징부(2)의 거의 일면 전체에 표시체(8)를 배치할 수 있어, 휴대 전화의

휴대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표시체(8)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게 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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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7, 10)를 제 1 하우징부(1) 및 제 2 하우징부(2)에 각각 마련하는 것에 의해, 내부 무선 통

신용 안테나(7, 10)를 이용한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제 1 하우징부(1)와 제 2 하우징부(2)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

다. 예컨대,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를 통해 제 1 하우징부(1)로 받아들인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내부 무선 통

신용 안테나(7, 10)를 이용한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제 2 하우징부(2)로 보내어, 표시체(8)에 화상을 표시시키거나, 스피

커(9)로부터 음성을 출력시킬 수 있다. 또한, 촬상 소자(12)에 의해 촬상된 촬상 데이터를,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7, 10)

를 이용한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제 2 하우징부(2)로부터 제 1 하우징부(1)로 보내어,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를 통해

외부로 송출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제 1 하우징부(1)와 제 2 하우징부(2)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유선으로 행할 필요가 없어져, 다핀화된 플렉서블

배선 기판을 힌지(3)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힌지(3)의 구조의 복잡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

러, 실장 공정의 번잡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상승을 억제하면서, 휴대 전화의 소형 박형화 및 고신뢰성화를 도모

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휴대 전화의 휴대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휴대 전화의 대화면화 및 다기능화를 도모할 수 있

다.

또,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는 제 1 하우징부(1)에 장착되어 있지만, 제 2 하우징부(2)에 장착하여도 좋다. 이 경우가

사용 시에 제 2 하우징부(2)에 의해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를 가리지 않아, 능률이 좋은 통신이 기대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제 1 하우징부(1)에 내장되는 휴대 전화의 통신 제어부로부터 동축 케이블 등에 의해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

로 급전할 수 있다.

또한, 제 1 하우징부(1)와 제 2 하우징부(2) 사이에서 내부 무선 통신을 하는 경우, 주파수 호핑 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 주

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제 1 하우징부(1)와 제 2 하우징부(2)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여도 좋다. 이에 따

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제 1 하우징부(1)와 제 2 하우징부(2) 사이에서 무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져,

수신 신호로부터 호핑 패턴을 추정하여, 초기 동기 포착을 할 필요가 없어짐과 아울러,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무선 수신부의 회로 구성을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동기를 취하기 위해 필요해지는 만큼의 프리엠블 신호의 출력이 불필요하게 되어, 통

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제 1 하우징부(1)와 제 2 하우징부(2)의 쌍방에 유선으

로 송출하여도 좋다. 이에 따라, 고속 전송이 곤란한 신호군의 전송을 무선으로 전송하여, 송신 데이터의 고속화에 따른 여

러 가지 문제를 피하고, 또한 무선 전송에 필요한 국부 발진 신호를 유선으로 송신하는 것에 의해, 무선화에 따른 시스템의

복잡화의 회피를 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무선 통신 제어 방법이 적용되는 회전식 휴대 전화의 외관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3에서, 제 1 하우징부(21)의 표면에는, 조작 버튼(24)이 배치됨과 아울러, 제 1 하우징부(21)의 하단에는 마이크(25)가

마련되고, 제 1 하우징부(21)의 상단에는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6)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제 2 하우징부(22)의 표면

에는, 표시체(28)가 마련됨과 아울러, 제 2 하우징부(22)의 상단에는 스피커(29)가 마련된다. 또한, 제 1 하우징부(21) 및

제 2 하우징부(22)에는, 제 1 하우징부(21)와 제 2 하우징부(22) 사이에서 내부 무선 통신을 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27, 30)가 각각 마련된다.

그리고, 제 1 하우징부(21) 및 제 2 하우징부(22)는 힌지(23)를 통해 연결되고, 힌지(23)를 지점으로 하여 수평으로 회전

시키는 것에 의해, 제 2 하우징부(22)를 제 1 하우징부(21) 상에 겹쳐 배치하거나, 제 2 하우징부(22)를 제 1 하우징부(21)

로부터 비키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제 2 하우징부(22)를 제 1 하우징부(21) 상에 겹쳐 배치함으로써, 조작 버튼(24)을

제 2 하우징부(22)에 의해 보호할 수 있어, 휴대 전화를 갖고 다닐 때에 조작 버튼(24)을 잘 못 조작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 2 하우징부(22)를 수평으로 회전시켜, 제 2 하우징부(22)를 제 1 하우징부(21)로부터 비키어 놓은 것에 의

해, 표시체(28)를 보면서 조작 버튼(24)을 조작하거나, 스피커(29) 및 마이크(25)를 사용하면서 통화할 수 있다.

여기서,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7, 30)를 제 1 하우징부(21) 및 제 2 하우징부(22)에 각각 마련하는 것에 의해, 내부 무

선 통신용 안테나(27, 30)를 이용한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제 1 하우징부(21)와 제 2 하우징부(22)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다. 예컨대, 외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6)를 통해 제 1 하우징부(21)에서 받아들인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7, 30)를 이용한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제 2 하우징부(22)로 보내어, 표시체(28)에 화상을 표시

시키거나, 스피커(29)로부터 음성을 출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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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핀화된 플렉서블 배선 기판을 힌지(23)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져, 힌지(23)의 구조의 복잡화를 억제하는 것

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실장 공정의 번잡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비용 상승을 억제하면서, 휴대 전화의

소형 박형화 및 고신뢰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휴대 전화의 휴대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휴대 전화의 대

화면화 및 다기능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제 1 하우징부(21)와 제 2 하우징부(22) 사이에서 내부 무선 통신을 하는 경우, 주파수 호핑 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 주

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제 1 하우징부(21)와 제 2 하우징부(22)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여도 좋다. 또한, 호

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제 1 하우징부(21)와 제 2 하우징부(22)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

하여도 좋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휴대 전화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비디오 카메라,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 휴대

형 퍼스널 컴퓨터 등에 적용할 수도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4에서, 제 1 하우징부 K11에는, 제 1 하우징부 K11과 제 2 하우징부 K12 사이의 통신 처리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부

(101), 주파수 호핑 패턴을 기억하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12), 제어부(101)로부터의 제어에 따라 주파수 지정 신호

를 주파수 신디사이저(114, 115)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 장치(113),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 회로(102), 호핑 제어 장치(113)로부터 전송된 주파수 지정 신호에 근거하여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주파수 신디

사이저(114), 변조 회로(1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에 주파수 신디사이저(114)로부터 출력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는 혼합기(103), 혼합기(103)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104) 및 내부 무선 통신용 전파의 송신을 제 1

하우징부 K11 쪽에서 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5)가 마련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1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전파의 수신을 제 2 하우징부 K12 쪽에서 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106),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6)에 의해 수신된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을 감쇠시키는 밴드패

스 필터(107), 밴드패스 필터(107)로부터 출력된 수신 신호를 증폭하는 저잡음 증폭기(108), 호핑 제어 장치(113)로부터

전송된 주파수 지정 신호에 근거하여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주파수 신디사이저(115), 저잡음 증폭기(108)로부터 출

력된 수신 신호에 주파수 신디사이저(115)로부터 출력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는 혼합기(109), 혼합기(109)로부터의

출력 신호에 포함되는 불필요한 고주파 성분을 감쇠시키는 로우패스 필터(110), 로우패스 필터(110)로부터 출력된 수신

신호의 복조 처리를 행하는 복조 회로(111) 및 복조 회로(111)로부터 출력된 신호의 처리를 행하는 제어부(116)가 마련된

다.

도 5는 주파수 호핑 패턴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에서,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12)에는, 복수의 호핑 패턴 P1∼PN이 기억되고, 각 호핑 패턴 P1∼PN에는, 호핑 주

파수 계열이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호핑 패턴 P1에는, f1, f10, f27, f7, f9, f12, …, f22라는 호핑 주파수 계열이 설정되

고, 호핑 패턴 P2에는, f14, f22, f31, f5, f24, f7, …, f3이라는 호핑 주파수 계열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어부(101)가 송신 데이터를 변조 회로(102)로 보내면, 변조 회로(102)는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

환하여, 혼합기(103)로 출력한다. 또한, 제어부(101)는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호핑 제어 장치

(113)로 보낸다. 또,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로는, 도 5의 호핑 패턴 P1∼PN을 선택하는 정보나 호핑

타이밍을 나타내는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치(113)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수취

하면, 도 5의 호핑 패턴 P1∼PN 중에서 하나의 호핑 패턴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12)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주파

수 신디사이저(114, 1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주파수 신디사이저(114, 115)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

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혼합기(103, 109)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혼합기(103)는 변조 회로(1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114)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

진 신호를 혼합하고, 변조 회로(1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

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조 회로(1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증폭기(104)에서 증폭된 후,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5)를 통해 송출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5)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6)를 통해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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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6)를 통해 수신된 수신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107)에서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이 감쇠

된 후, 저잡음 증폭기(108)에서 증폭된다. 그리고, 저잡음 증폭기(108)에서 증폭된 수신 신호는 혼합기(109)로 전송된다.

그리고, 혼합기(109)는 저잡음 증폭기(108)로부터 전송된 수신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115)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혼합기(109)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로우패스 필터(110)에서 불필요한 고주파 성분이 감쇠된 후, 복조 회로(111)로

전송된다. 그리고, 복조 회로(1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116)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

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12)로부터 판독한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주파수 신

디사이저(114, 115)에 유선으로 송출함으로써,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공

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져,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신 신호로부터 호핑 패턴을 수신 쪽에서 추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초기 동기 포착을 할 필요가 없어져, 수

신 회로의 구성을 간략화할 수 있다. 또한, 동기 시간은 주파수 신디사이저(114, 115)의 센터링 타임만으로도 좋고, 동기

를 취하기 위해 필요해지는 만큼의 프리엠블 신호의 출력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12) 및 호핑 제어 장치(113)를 제 1 하우징부 K11에 마련하는 방법

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12) 및 호핑 제어 장치(113)를 제 2 하우징부 K12에 마련하여도 좋다.

또한, 호핑 제어 장치(113)가 호핑 패턴 P1∼PN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12)를 마련하

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특정한 호핑 패턴을 생성하는 호핑 패턴 생성 회로를 마련하여도 좋다. 또한, 호핑 제어 장

치(113)는 일정한 주기로 주파수 호핑을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주파수 호핑을 랜덤하게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6에서, 제 1 하우징부 K21에는, 제 1 하우징부 K21과 제 2 하우징부 K22 사이의 통신 처리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부

(301), 주파수 호핑 패턴을 기억하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316), 제어부(301)로부터의 제어에 따라 주파수 지정 신호

를 주파수 신디사이저(314, 315)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호핑 제어 장치(317),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거

나, 수신 신호의 복조 처리를 하는 변복조 회로(302), 호핑 제어 장치(317)로부터 전송된 주파수 지정 신호에 근거하여 국

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주파수 신디사이저(314),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6)를 통해 행해지는 무선 송신 제어를 담당

하는 송신부(303),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6)를 통해 행해지는 무선 수신 제어를 담당하는 수신부(304), 내부 무선 통

신용 전파의 송수신을 제 1 하우징부 K21 쪽에서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6),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6)

로의 전환을 송신부(303)와 수신부(304) 사이에서 실행하는 스위치(305) 및 주파수 신디사이저(314)로의 전환을 송신부

(303)와 수신부(304) 사이에서 실행하는 스위치(312)가 마련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2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전파의 송수신을 제 2 하우징부 K22 쪽에서 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

테나(307), 호핑 제어 장치(317)로부터 전송된 주파수 지정 신호에 근거하여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는 주파수 신디사이

저(315),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7)를 통해 행해지는 무선 송신 제어를 담당하는 송신부(309),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307)를 통해 행해지는 무선 수신 제어를 담당하는 수신부(310),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7)로의 전환을 송신부

(309)와 수신부(310) 사이에서 실행하는 스위치(308) 및 주파수 신디사이저(315)로의 전환을 송신부(309)와 수신부

(310) 사이에서 실행하는 스위치(313),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거나, 수신 신호의 복조 처리를 하는 변

복조 회로(311) 및 변복조 회로(311)로부터 출력된 신호의 처리를 행하는 제어부(318)가 마련된다.

그리고, 제 1 하우징부 K21로부터 제 2 하우징부 K22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스위치(305, 312)를 송신부(303) 쪽

으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308, 313)를 수신부(310)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301)로부터 출력된 송신 데이터

는 변복조 회로(302)에서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303)로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301)는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호핑 제어 장치(317)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

치(317)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수취하면, 특정한 호핑 패턴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호핑 패턴으로

배열된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316)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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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파수 신디사이저(314, 3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주파수 신디사이저(314, 315)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

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각각 스위치(312, 313)를 통해 송신부(303) 및 수신부(310)로 각각 출력

한다.

그리고, 송신부(303)는 변복조 회로(3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314)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3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3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305)를 통해 내

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6)로 보내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6)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306)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7)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7)에 의해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308)를 통해 수신부(310)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신부(310)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7)에 의해 수신된 수신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315)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

진 신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310)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311)로

보내지고, 변복조 회로(3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318)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제 2 하우징부 K22로부터 제 1 하우징부 K21로의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경우, 스위치(305, 312)를 수신부(304) 쪽

으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308, 313)를 송신부(309)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318)로부터 출력된 송신 데이터

는 변복조 회로(311)에서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309)로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301)는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호핑 제어 장치(317)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

치(317)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수취하면, 특정한 호핑 패턴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호핑 패턴에

배열된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316)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

여 주파수 신디사이저(314, 3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주파수 신디사이저(314, 315)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

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각각 스위치(312, 313)를 통해 송신부(309) 및 수신부(304)로 각각 출력

한다.

그리고, 송신부(309)는 변복조 회로(3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315)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3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3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308)를 통해 내

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7)로 보내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7)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307)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6)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305)를 통해 수신부(304)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

신부(304)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3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314)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

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304)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302)로 보내지

고, 변복조 회로(302)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301)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신부(303, 309)를 제 1 하우징부 K21 및 제 2 하우징부 K22에 각각 마련하고, 또한 수신부(304, 310)를 제

1 하우징부 K21 및 제 2 하우징부 K22에 각각 마련한 경우에도, 주파수 신디사이저(314, 315)로 호핑 제어 장치(317)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제 1 하

우징부 K21과 제 2 하우징부 K22 사이에서 쌍 방향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

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7에서, 제 1 하우징부 K31에는, 제어부(401), 변복조 회로(402), 호핑 제어 장치(420), 주파수 신디사이저(415), 송신

부(403), 수신부(404),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6), 스위치(405, 412), 수신부(404)에 의해 수신된 수신 신호의 에러율

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 회로(414) 및 호핑 패턴 제어부(421)가 마련된다. 여기서, 호핑 패턴 제어부(421)에는, 에러율

검출 회로(414)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호핑 패턴을 갱신하는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418) 및 주파수 호핑 패

턴 메모리(419)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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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2 하우징부 K3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7), 주파수 신디사이저(416), 송신부(409), 수신부(410), 스위

치(408, 413), 수신부(410)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의 에러율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 회로(417), 변복조 회로(411) 및 제

어부(422)가 마련된다.

그리고, 제 1 하우징부 K31로부터 제 2 하우징부 K32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스위치(405, 412)를 송신부(403) 쪽

으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408, 413)를 수신부(410)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401)로부터 출력된 송신 데이터

는 변복조 회로(402)에 의해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403)로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401)는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호핑 제어 장치(420)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

치(420)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수취하면, 특정한 호핑 패턴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419)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주파수 신디사이저(415, 416)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주파수 신디사이저(415, 416)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

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각각 스위치(412, 413)를 통해 송신부(403) 및 수신부(410)로 각각 출

력한다.

그리고, 송신부(403)는 변복조 회로(4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414)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4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4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405)를 통해 내

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6)로 보내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6)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406)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7)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7)에 의해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408)를 통해 수신부(410)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신부(410)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7)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416)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410)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411)로 보내

지고, 변복조 회로(4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422)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에러율 검출 회로(417)는 변복조 회로(4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신호에 근거하여 수신 신호의 에러율을 검출

하고, 검출된 에러율을 호핑 패턴 갱신 장치(418)로 출력한다. 또, 에러율로는, 예컨대, BER 또는 PER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에러율의 대신, RSSI 등의 전파의 수신 품질을 이용하여도 좋다.

그리고,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418)는, 에러율 검출 회로(417)로부터 에러율을 수취하면, 그 에러율에 근거하여, 주

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419)에 기억되어 있는 호핑 패턴을 갱신한다. 예컨대,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418)는, 수신 신

호의 에러율이 소정값 이상의 경우에는, 현재의 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호핑 주파수에 플래그를 세우고, 그 플래그를 주파

수 호핑 패턴 메모리(419)에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치(420)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419)에 기억되어

있는 호핑 패턴으로부터 호핑 주파수를 판독하는 경우, 그 호핑 주파수에 플래그가 서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플

래그가 서있는 호핑 주파수를 날리면서, 호핑 패턴의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주파수 신디사이저

(415, 416)에 유선으로 송출할 수 있다.

한편, 제 2 하우징부 K32로부터 제 1 하우징부 K31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스위치(405, 412)를 수신부(404) 쪽으

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408, 413)를 송신부(409)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422)로부터 출력된 송신 데이터는

변복조 회로(411)에서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409)로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401)는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호핑 제어 장치(420)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

치(420)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수취하면, 특정한 호핑 패턴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호핑 패턴으로

배열된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419)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

여 주파수 신디사이저(415, 416)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주파수 신디사이저(415, 416)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

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스위치(412, 413)를 통해 송신부(409) 및 수신부(404)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송신부(409)는 변복조 회로(4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416)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4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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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4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408)를 통해 내

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7)로 보내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7)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407)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6)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405)를 통해 수신부(404)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

신부(404)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4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415)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

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404)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402)로 보내지

고, 변복조 회로(402)에서 복조 처리가 행해진 후, 제어부(401)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에러율 검출 회로(414)는 변복조 회로(402)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신호에 근거하여 수신 신호의 에러율을 검출

하고, 검출된 에러율을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418)로 출력한다. 그리고,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418)는 에러율

검출 회로(414)로부터 에러율을 수취하면, 그 에러율에 근거하여,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419)에 기억되어 있는 호핑 패

턴을 갱신한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치(420)는 갱신된 호핑 패턴을 호핑 패턴 메모리(419)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패턴

의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주파수 신디사이저(415, 416)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공유하면서, 현재의 통신 환경에 따라,

호핑 주파수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통신 상황이 나쁜 주파수를 피하면서,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

킬 수 있다.

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에러율 검출 회로(414, 417)를 제 1 하우징부 K31 및 제 2 하우징부 K32에 각각 마련하는 방법

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제 1 하우징부 K31 쪽에만 에러율 검출 회로(414)를 마련하여도 좋다. 또한, 도 7의 실시예에서는,

쌍 방향 통신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단 방향 통신에 적용하여도 좋다. 또한, 과거의 통신에 사용된 호핑 주파수와 BER

등의 정보의 로그를 기억하고, BER가 좋은 호핑 주파수를 우선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BER가 좋은 쪽의 호핑 주파수

로부터 순서대로 일정수의 사용 가능한 호핑 주파수를 확보하여도 좋다.

도 8은 도 7의 호핑 패턴 제어부(421)의 그 밖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8에서, 주파수 호핑 패턴 제어부(422)에는, 호핑 패턴 생성 회로(501) 및 호핑 패턴 결정 회로(502)가 마련된다. 그리

고, 도 7의 호핑 패턴 제어부(421)를 도 8의 호핑 패턴 제어부(422)로 대체하여도 좋다.

여기서, 호핑 패턴 생성 회로(501)는 특정한 호핑 패턴을 생성하고, 생성한 호핑 패턴을 주파수 호핑 패턴 결정 회로(502)

로 출력한다. 그리고, 주파수 호핑 패턴 결정 회로(502)는 에러율 검출 회로(414, 417)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호

핑 패턴 생성 회로(501)에서 생성된 호핑 패턴의 호핑 주파수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주파수에 고정되는 시간(슬롯 길이)은 미리 정하여 둘 수 있고, 이 구간은 같은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블루투스에서는, 1슬롯은 625us로 정할 수 있고, TDD에 의해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결정된 슬

롯으로 통신을 행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9에서, 제 1 하우징부 K41에는, 제어부(601),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616), 변복조 회로(602), 호핑 제어 장치(617),

주파수 신디사이저(614), 송신부(603), 수신부(604),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6) 및 스위치(605, 612)가 마련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4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7), 주파수 신디사이저(615), 송신부(609), 수신부(610), 스위

치(608, 613), 변복조 회로(611) 및 제어부(618)가 마련된다.

그리고, 제 1 하우징부 K41로부터 제 2 하우징부 K42로의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경우, 스위치(605, 612)를 송신부(603)

쪽으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608, 613)를 수신부(610)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601)는 이번에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의 데이터량에 근거하여 슬롯 길이를 설정하고, 그 슬롯 길이에 대응

한 호핑 타이밍을 호핑 제어 장치(617)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치(617)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616)로부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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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호핑 패턴을 선택하고, 제어부(601)에서 지정된 호핑 타이밍에 따라, 선택한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

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주파수 신디사이저(614, 6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주파수 신디사이저(614, 615)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각각 스위치(612, 613)를 통해 송신부(603) 및

수신부(610)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주파수 신디사이저(614, 615)는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가 특정한 주파수에 록 상태로 되었는지 여부를 각각 검

출하여,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가 록 상태로 되면, 록 검출 신호를 제어부(601)로 각각 보낸다. 그리고, 제어부(601)는

주파수 신디사이저(614, 615)로부터 록 검출 신호를 수취하면, 송신 데이터를 변복조 회로(602)로 보낸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60)는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여, 송신부(603)로 보낸다.

그리고, 송신부(603)는 변복조 회로(6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614)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6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6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605)를 통해 내

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6)로 보내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6)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606)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7)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7)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608)를 통해 수신부(610)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

신부(610)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7)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615)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

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610)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611)로 보내지

고, 변복조 회로(6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618)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공유하면서, 슬롯 길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면서, 데이터 통신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통신의 부하 상황에 의해 슬롯 길이를 가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많을 때에는 슬롯 길이를 길

게 하고, 또한 데이터량이 적을 때에는 슬롯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량이 적을 때에 더미 데이터를 포함

시켜 보낼 필요가 없어져,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제 2 하우징부 K42로부터 제 1 하우징부 K41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스위치(605, 612)를 수신부(604) 쪽으

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608, 613)를 송신부(609)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618)로부터 출력된 송신 데이터는

변복조 회로(611)에서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609)로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601)는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호핑 제어 장치(617)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

치(617)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수취하면, 특정한 호핑 패턴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호핑 패턴으로

배열된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616)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

여 주파수 신디사이저(614, 6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주파수 신디사이저(614, 615)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

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스위치(612, 613)를 통해 송신부(609) 및 수신부(604)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송신부(609)는 변복조 회로(6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615)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6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6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608)를 통해 내

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7)로 보내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7)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607)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6)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605)를 통해 수신부(604)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

신부(604)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6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614)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

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604)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602)로 보내지

고, 변복조 회로(602)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601)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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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주파수 신디사이저(614, 615)로부터 출력된 록 검출 신호를 제어부(601) 쪽으로만 보내는 방법

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주파수 신디사이저(614, 615)로부터 출력된 록 검출 신호를 제어부(618)에도 보내어, 제 2 하우징

부 K42로부터 제 1 하우징부 K41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에도, 슬롯 길이를 변경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제어부(601)는 주파수 신디사이저(614, 615)로부터 출력된 록 검출 신호를 수취하고 나서, 데

이터 송신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미리 설정된 시간만큼 대기한 후에, 데이터 송신을 시작하여도 좋다.

도 10은 도 9의 무선 통신 단말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0에서, 수신부(604)에 의해 수신된 수신 신호의 에러율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 회로(701)가 마련된다. 그리고, 제어

부(601)는 에러율 검출 회로(701)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슬롯 길이를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에러율 검출 회로

(701)는 특정한 주파수의 에러율을 감시하고, 제어부(601)는 에러율이 나쁠 때에는 곧 다음 주파수를 호핑하도록 호핑 제

어 장치(617)에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러율이 나쁜 주파수에 고정되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있어, 통신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 그 경우, 한쪽 방향의 에러율만으로 판단하여도 좋고, 또 한 쪽의 에러율을 제어부(601)로 피드백하도록 구성

하여도 좋다. 또한, 에러율뿐만 아니라, RSSI 등의 전파의 수신 품질로부터 판단하여도 좋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1에서, 제 1 하우징부 K51에는, 제어부(801),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816), 변복조 회로(802), 호핑 제어 장치(817)

, 수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2), 송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3), 송신부(803), 수신부(804) 및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

(805, 806)가 마련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5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807, 808), 송신부(809), 수신부(810), 송신 주파수 신디사이저

(814), 수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5), 변복조 회로(811) 및 제어부(818)가 마련된다.

그리고, 제 1 하우징부 K51과 제 2 하우징부 K52 사이에서 쌍 방향 통신을 하는 경우, 제어부(801, 818)는 송신 데이터를

변복조 회로(802, 810)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제어부(801, 818)로부터 출력된 송신 데이터는 변복조 회로(802, 810)

에서 각각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803, 809)로 각각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801)는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호핑 제어 장치(817)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

치(817)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수취하면, 특정한 호핑 패턴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호핑 패턴에 포

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816)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

여 송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3, 814) 및 수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2, 8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송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3, 814) 및 수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2, 815)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송신부(803, 809) 및 수신부(804, 810)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송신부(803, 809)는 변복조 회로(802, 811)로부터 각각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송신 주파수 신디사이저

(813, 814)로부터 각각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802, 811)로부터 각각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

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802, 811)로부터 각각 출력된 베이

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각각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806, 808)를 통해 송출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806, 808)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각각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807, 805)를 통해 각

각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807, 805)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수신부(810, 804)에 각각 전송된다. 그리고, 수신부

(810, 804)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807, 805)에서 각각 수신된 수신 신호와 수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5, 812)로부

터 각각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각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810, 804)로부터 출력

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811, 802)에 각각 보내지고, 변복조 회로(811, 802)에서 복조 처리가 각각 행하여진 후, 제어부

(818, 801)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816)에는, 호핑 주파수 계열에 있어서의 호핑 주파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설정된 호핑

패턴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치(817)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816)로부터 판독한 특정한 호핑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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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3) 및 수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5)로 출력하고, 또한 송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3) 및 수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5)로 출력되는 호핑 패턴과 다른 호핑 패턴을 송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4) 및 수신 주파수 신디사

이저(812)로 출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신부(803)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와 송신부(809)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가 동일 대역에서 충돌하

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하면서, 주파수 호핑을 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송신부(803, 809) 및 수신부(804, 810)의 쌍방에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쌍 방향 통신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동기 포착을 하기 위한 기구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무선 수신부의 회로 구성을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동기를 취하기 위한 프리엠블을 없애는 것에 의해 전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12는 도 11의 무선 통신 단말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2에서, 호핑 패턴 생성 회로(901) 및 호핑 패턴 지연부(902)가 마련된다. 여기서, 호핑 패턴 생성 회로(901)는 호핑 주

파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배열된 호핑 주파수 계열로 이루어지는 호핑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호핑 패턴 지연부

(902)는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의 출력을 1슬롯만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치(817)는 호핑 패턴 생성 회로(901)에서 생성된 호핑 패턴을 송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3) 및 수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5)로 출력하고, 또한 호핑 패턴 생성 회로(901)에서 생성된 호핑 패턴을 호핑 패턴 지연부(902)를

통해 송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4) 및 수신 주파수 신디사이저(812)로 출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로 구성의 간이화를 도모하면서, 동일한 호핑 주파수가 송신부(803, 809)에 동시에 할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송신부(803)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와 송신부(809)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가 동일 대역에서

충돌하는 것을 회피시킬 수 있어,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쌍 방향 통신을 안정하게 행하게 할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3에서, 제 1 하우징부 K61에는, 제어부(1001),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012), 호핑 제어 장치(1013), 변조 회로

(1002), 주파수 신디사이저(1014), 혼합기(1003), 증폭기(1004) 및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05)가 마련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6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06),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017), 호핑 제어 장치(1016),

밴드패스 필터(1007), 저잡음 증폭기(1008), 주파수 신디사이저(1015), 혼합기(1009), 로우패스 필터(1010), 복조 회로

(1011) 및 제어부(1018)가 마련된다.

그리고, 제어부(1001)가 송신 데이터를 변조 회로(1002)로 보내면, 변조 회로(1002)는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여, 혼합기(1003)로 출력한다. 또한, 제어부(1001)는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호핑 제어 장

치(1013)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치(1013)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수취하면, 특정한 호핑 패턴

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012)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주파수 신디사이저(1014)에 송출한다.

또한, 호핑 제어 장치(1013)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특정하는 정보를 제어부(1001)로부터 수취하면, 특정한 호핑 패턴의

선택과 초기 위상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호핑 제어 장치(1016)에 유선으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치(1016)는 특

정한 호핑 패턴의 선택과 초기 위상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호핑 제어 장치(1013)로부터 수취하면, 그 호핑 패턴에 포함

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017)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

여 소정 주기로 주파수 신디사이저(1015)에 송출한다.

그리고, 주파수 신디사이저(1014, 1015)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혼합

기(1003, 1009)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혼합기(1003)는 변조 회로(10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1014)로부터 공급된 국

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변조 회로(10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조 회로(10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증폭기(1004)에서 증폭

된 후,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05)를 통해 송출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05)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06)를 통해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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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006)를 통해 수신된 수신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1007)에서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이 감

쇠된 후, 저잡음 증폭기(1008)에서 증폭된다. 그리고, 저잡음 증폭기(1008)에서 증폭된 수신 신호는 혼합기(1009)로 전송

된다. 그리고, 혼합기(1009)는 저잡음 증폭기(1008)로부터 전송된 수신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1015)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혼합기(1009)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로우패스 필터(1010)에서 불필요한 고주파 성분이 감쇠된 후, 복조 회로

(1011)로 전송된다. 그리고, 복조 회로(10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해진 후, 제어부(1018)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

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호핑 제어를 개별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됨과 아울러, 호핑 패턴의 선택과 초기 위상의 설정

을 통신 개시 시에 행함으로써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를 일치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호핑 제어 장치

(1013, 1016)간의 유선에서의 정보 교환을 호핑 타이밍마다 실행하는 일없이,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

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 고속 호핑에 대응하면서,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또한, 초기 동기 포착을 하기 위한 기구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무선 수신부의 회로 구성을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동기를 취하기 위한 프리엠블을 없애는 것에 의해 전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고속 호핑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상관을 취하는 시간이 불필요해짐과 아울러, 복수의 상관을 취하기 위한 회로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수신기의 회로 구성의 간략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전송 효율을 열화시키는 일없이, 멀티패스 페이딩 등의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에 대하여 양호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단 방향 통신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쌍 방향 통신에 적용하여도 좋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4에서, 제 1 하우징부 K71에는, 제어부(1101), 호핑 제어 장치(1114), 변조 회로(1102), 주파수 신디사이저(1112),

혼합기(1103), 증폭기(1104) 및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105)가 마련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7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106), 호핑 제어 장치(1115), 밴드패스 필터(1107), 저잡음 증

폭기(1108), 주파수 신디사이저(1113), 혼합기(1109), 로우패스 필터(1110), 복조 회로(1111) 및 제어부(1116)가 마련

된다. 여기서, 호핑 제어 장치(1114, 1115)는 서로 공통인 호핑 주파수 계열을 갖는 호핑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1101)가 송신 데이터를 변조 회로(1102)로 보내면, 변조 회로(1102)는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여, 혼합기(1103)로 출력한다. 또한, 제어부(1101)는 주파수 호핑의 초기 위상을 결정하는 리셋 신호를 호핑 제어

장치(1114)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치(1114)는 리셋 신호를 수취하면, 특정한 호핑 패턴을 생성하고, 그 호핑 패

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주파수 신디사이저(1112)에 송출한다.

또한, 호핑 제어 장치(1114)는 주파수 호핑의 초기 위상을 결정하는 리셋 신호를 제어부(1101)로부터 수취하면, 그 신호

를 호핑 제어 장치(1115)에 유선으로 보낸다. 그리고, 호핑 제어 장치(1115)는 호핑 제어 장치(1114)로부터 리셋 신호를

수취하면, 호핑 제어 장치(1114)에서 생성되는 호핑 패턴과 동일한 호핑 패턴을 생성하면서, 그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

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주파수 신디사이저(1113)에 송출한다.

그리고, 주파수 신디사이저(1112, 1113)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혼합

기(1103, 1109)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혼합기(1103)는 변조 회로(11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1112)로부터 공급된 국

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변조 회로(11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조 회로(11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증폭기(1104)에서 증폭

된 후,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105)를 통해 송출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105)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106)를 통해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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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106)를 통해 수신된 수신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1107)에서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이

감쇠된 후, 저잡음 증폭기(1108)에서 증폭된다. 그리고, 저잡음 증폭기(1108)에서 증폭된 수신 신호는 혼합기(1109)로 전

송된다. 그리고, 혼합기(1109)는 저잡음 증폭기(1108)로부터 전송된 수신 신호와 주파수 신디사이저(1113)로부터 공급

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혼합기(1109)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로우패스 필터(1110)에서 불필요한 고주파 성분이 감쇠된 후, 복조 회로

(1111)로 전송된다. 그리고, 복조 회로(11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1116)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호핑 제어를 개별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됨과 아울러, 통신 개시 시에 리셋 신호를 유선으로

송출하는 것에 의해,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의 위상을 일치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호핑 제어 장치

(1114, 1115)간의 유선에서의 정보의 교환을 호핑 타이밍마다 실행하는 일없이,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

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 고속 호핑에 대응하면서,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초기 동기 포착을 하기 위한 기구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무선 수신부의 회로 구성을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동기를 취하기 위한 프리엠블을 없애는 것에 의해 전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고속 호핑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상관을 취하는 시간이 불필요해짐과 아울러, 복수의 상관을 취하기 위한 회로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수신기의 회로 구성의 간략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전송 효율을 열화시키는 일없이, 멀티패스 페이딩 등의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에 대하여 양호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 8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5에서, 제 1 하우징부 K111에는, 제 1 하우징부 K111과 제 2 하우징부 K112 사이의 통신 처리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

부(1201), 주파수 호핑 패턴을 기억하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212), 제어부(1201)로부터의 제어에 따라 주파수를 호

핑시키면서 국부 발진 신호를 PLL(Phase Locked Loop) 회로(1214, 1215)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국부 발진기(1213), 송

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 회로(1202), 국부 발진기(1213)로부터 유선으로 전송된 국부 발진 신호를

체배함으로써, 캐리어 신호를 생성하는 PLL 회로(1214), 변조 회로(12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에 PLL 회로

(1214)로부터 출력된 캐리어 신호를 혼합하는 혼합기(1203), 혼합기(1203)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1204)

및 내부 무선 통신용 전파의 송신을 제 1 하우징부 K111 쪽에서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205)가 마련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11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전파의 수신을 제 2 하우징부 K112 쪽에서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206),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2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을 감쇠시키는 밴

드패스 필터(1207), 밴드패스 필터(1207)로부터 출력된 수신 신호를 증폭하는 저잡음 증폭기(1208), 국부 발진기(1213)

로부터 유선으로 전송된 국부 발진 신호를 체배함으로써, 검파 신호를 생성하는 PLL 회로(1215), 저잡음 증폭기(1208)로

부터 출력된 수신 신호에 PLL 회로(1215)로부터 출력된 검파 신호를 혼합하는 혼합기(1209), 혼합기(1209)로부터의 출

력 신호에 포함되는 불필요한 고주파 성분을 감쇠시키는 로우패스 필터(1210), 로우패스 필터(1210)로부터 출력된 수신

신호의 복조 처리를 행하는 복조 회로(1211) 및 복조 회로(1211)로부터 출력된 신호의 처리를 행하는 제어부(1216)가 마

련된다. 또, 주파수 호핑 패턴으로는, 도 5와 마찬가지의 구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1201)가 송신 데이터를 변조 회로(1202)로 보내면, 변조 회로(1202)는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여, 혼합기(1203)로 출력한다. 또한, 제어부(1201)는 도 5의 호핑 패턴 P1∼PN 중에서 하나의 호핑 패턴을 선택하

여, 선택한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212)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

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국부 발진기(1213)로 송출한다. 그리고, 국부 발진기(1213)는 주파수 지정 신

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여, PLL 회로(1214, 12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PLL 회로

(1214, 1215)는 국부 발진기(1213)로부터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수취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체배하여, 혼합기

(1203, 1209)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혼합기(1203)는 변조 회로(12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PLL 회로(1214)로부터 공급된 신호를 혼합

하여, 변조 회로(12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조 회로(12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증폭기(1204)에서 증폭된 후,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205)를 통해 송출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205)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206)를 통해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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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206)를 통해 수신된 수신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1207)에서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이

감쇠된 후, 저잡음 증폭기(1208)에서 증폭된다. 그리고, 저잡음 증폭기(1208)에서 증폭된 수신 신호는 혼합기(1209)로 전

송된다. 그리고, 혼합기(1209)는 저잡음 증폭기(1208)로부터 전송된 수신 신호와 PLL 회로(1215)로부터 공급된 신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혼합기(1209)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로우패스 필터(1210)에서 불필요한 고주파 성분이 감쇠된 후, 복조 회로

(1211)로 전송된다. 그리고, 복조 회로(12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1216)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호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PLL 회로(1214, 1215)에 유선으로 송출함으로써, 동일한 국부

발진기(1213)에서 생성된 국부 발진 신호를 제 1 하우징부 K111과 제 2 하우징부 K112의 쌍방에서 공유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이 때문에, 제 1 하우징부 K111과 제 2 하우징부 K112 사이에서 완전히 동기한 국부 발진 신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부 발진기(1213)의 출력에 주파수 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양호한 수신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져,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

경에서도,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신 신호로부터 호핑 패턴을 수신 쪽에서 추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초기 동기 포착을 할 필요가 없어져, 수

신 회로의 구성을 간략화할 수 있다. 또한, 동기 시간은 PLL 회로(1214, 1215)의 센터링 타임만으로 좋고, 동기를 취하기

위해 필요해지는 만큼의 프리엠블 신호의 출력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212) 및 국부 발진기(1213)를 제 1 하우징부 K111에 마련하는 방법

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212) 및 국부 발진기(1213)를 제 2 하우징부 K112에 마련하여도 좋다.

또한, 제어부(1201)가 호핑 패턴 P1∼PN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212)를 마련하는 방

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특정한 호핑 패턴을 생성하는 호핑 패턴 생성 회로를 마련하여도 좋다. 또한, 국부 발진기(1213)

는 일정한 주기로 주파수 호핑을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주파수 호핑을 랜덤으로 행하여도 좋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 9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6에서, 제 1 하우징부 K121에는, 제 1 하우징부 K121과 제 2 하우징부 K122 사이의 통신 처리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

부(1301), 주파수 호핑 패턴을 기억하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316), 제어부(1301)로부터의 제어에 따라 주파수를 호

핑시키면서 국부 발진 신호를 PLL 회로(1314, 1315)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국부 발진기(1317),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

드 신호로 변환하거나, 수신 신호의 복조 처리를 하는 변복조 회로(1302), 국부 발진기(1317)로부터 유선으로 전송된 국

부 발진 신호를 체배함으로써, 캐리어 신호를 생성하는 PLL 회로(1314),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6)를 통해 행해지

는 무선 송신 제어를 담당하는 송신부(1303),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6)를 통해 행해지는 무선 수신 제어를 담당하

는 수신부(1304), 내부 무선 통신용 전파의 송수신을 제 1 하우징부 K121 쪽에서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

(1306),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6)로의 전환을 송신부(1303)와 수신부(1304) 사이에서 실행하는 스위치(1305) 및

PLL 회로(1314)로의 전환을 송신부(1303)와 수신부(1304) 사이에서 실행하는 스위치(1312)가 마련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12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전파의 송수신을 제 2 하우징부 K122 쪽에서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

용 안테나(1307), 국부 발진기(1317)로부터 유선으로 전송된 국부 발진 신호를 체배함으로써, 검파 신호를 생성하는 PLL

회로(1315),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7)를 통해 행해지는 무선 송신 제어를 담당하는 송신부(1309), 내부 무선 통신

용 안테나(1307)를 통해 행해지는 무선 수신 제어를 담당하는 수신부(1310),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7)로의 전환을

송신부(1309)와 수신부(1310) 사이에서 실행하는 스위치(1308) 및 PLL 회로(1315)로의 전환을 송신부(1309)와 수신부

(1310) 사이에서 실행하는 스위치(1313),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거나, 수신 신호의 복조 처리를 하는

변복조 회로(1311) 및 변복조 회로(1311)로부터 출력된 신호의 처리를 행하는 제어부(1318)가 마련된다.

그리고, 제 1 하우징부 K121로부터 제 2 하우징부 K122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스위치(1305, 1312)를 송신부

(1303) 쪽으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1308, 1313)를 수신부(1310)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1301)로부터 출력

된 송신 데이터는 변복조 회로(1302)에서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1303)로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1301)는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316)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

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국부 발진기(1317)에 송출한다. 그리고, 국부 발진기(1317)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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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여, PLL 회로(1314, 13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PLL 회로(1314, 1315)는 국부 발진기(1317)로부터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수취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체배하여,

스위치(1312, 1313)를 각각 통해 송신부(1303) 및 수신부(1310)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송신부(1303)는 변복조 회로(13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PLL 회로(1314)로부터 공급된 캐리어 신

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13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

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13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1305)를 통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6)로 보내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6)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1306)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7)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7)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1308)를 통해 수신부(1310)로 전송된다. 그리

고, 수신부(1310)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7)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PLL 회로(1315)로부터 공급된 검파 신호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1310)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1311)로 보내지

고, 변복조 회로(13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1318)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

할 수 있다.

한편, 제 2 하우징부 K122로부터 제 1 하우징부 K121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스위치(1305, 1312)를 수신부

(1304) 쪽으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1308, 1313)를 송신부(1309)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1318)로부터 출력

된 송신 데이터는 변복조 회로(1311)에서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1309)로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1301)는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316)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

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국부 발진기(1317)로 송출한다. 그리고, 국부 발진기(1317)는 주

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여, PLL 회로(1314, 13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PLL 회로(1314, 1315)는 국부 발진기(1317)로부터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수취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체배하여,

각각 스위치(1312, 1313)를 통해 송신부(1309) 및 수신부(1304)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송신부(1309)는 변복조 회로(13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PLL 회로(1315)로부터 공급된 캐리어 신

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13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

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13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1308)를 통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7)로 보내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7)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1307)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6)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1305)를 통해 수신부(1304)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신부(1304)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3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PLL 회로(1314)로부터 공급된 검파 신호를 혼

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1304)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1302)로 보내지고,

변복조 회로(1302)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1301)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신부(1303, 1309)를 제 1 하우징부 K121 및 제 2 하우징부 K122에 각각 마련하고, 또한 수신부(1304,

1310)를 제 1 하우징부 K121 및 제 2 하우징부 K122에 각각 마련한 경우에 있어서도, PLL 회로(1314, 1315)로 국부 발

진기(1317)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

에서도, 제 1 하우징부 K121과 제 2 하우징부 K122 사이에서 쌍 방향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

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 10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7에서, 제 1 하우징부 K131에는, 제어부(1401), 변복조 회로(1402), 국부 발진기(1420), PLL 회로(1415), 송신부

(1403), 수신부(1404),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6), 스위치(1405, 1412), 수신부(1404)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의 에

러율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 회로(1414) 및 호핑 패턴 제어부(1421)가 마련된다. 여기서, 호핑 패턴 제어부(1421)에는,

에러율 검출 회로(414)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호핑 패턴을 갱신하는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1418) 및 주파

수 호핑 패턴 메모리(1419)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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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2 하우징부 K13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7), PLL 회로(1416), 송신부(1409), 수신부(1410), 스위치

(1408, 1413), 수신부(1410)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의 에러율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 회로(1417), 변복조 회로(1411) 및

제어부(1422)가 마련된다. 여기서, 국부 발진기(1420)는 PLL 회로(1415, 1416)의 쌍방과 유선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제 1 하우징부 K131로부터 제 2 하우징부 K132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스위치(1405, 1412)를 송신부

(1403) 쪽으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1408, 1413)를 수신부(1410)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1401)로부터 출력

된 송신 데이터는 변복조 회로(1402)에서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1403)로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1401)는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419)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

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국부 발진기(1420)에 송출한다. 그리고, 국부 발진기(1420)는 주

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여, PLL 회로(1415, 1416)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PLL 회로(1415, 1416)는 국부 발진기(1420)로부터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수취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체배하여,

각각 스위치(1412, 1413)를 통해 송신부(1403) 및 수신부(1410)에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송신부(1403)는 변복조 회로(14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PLL 회로(1415)로부터 공급된 캐리어 신

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14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

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14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1405)를 통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6)로 보내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6)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1406)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7)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7)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1408)를 통해 수신부(1410)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신부(1410)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7)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PLL 회로(1416)로부터 공급된 검파 신호를 혼

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1410)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1411)로 보내지고,

변복조 회로(14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1422)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에러율 검출 회로(1417)는 변복조 회로(14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신호에 근거하여 수신 신호의 에러율을 검

출하고, 검출된 에러율을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1418)로 출력한다. 또, 에러율로는, 예컨대, BER 또는 PER를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에러율 대신에, RSSI 등의 전파의 수신 품질을 이용하여도 좋다.

그리고,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1418)는 에러율 검출 회로(1417)로부터 에러율을 수취하면, 그 에러율에 근거하여,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419)에 기억되어 있는 호핑 패턴을 갱신한다. 예컨대,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1418)는 수

신 신호의 에러율이 소정값 이상의 경우에는, 현재의 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호핑 주파수에 플래그를 세워, 그 플래그를 주

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419)에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401)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419)에 기억되어 있는

호핑 패턴으로부터 호핑 주파수를 판독하는 경우, 그 호핑 주파수에 플래그가 서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플래그

가 서있는 호핑 주파수를 날리면서, 호핑 패턴의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국부 발진기(1420)로 송출

할 수 있다.

한편, 제 2 하우징부 K132로부터 제 1 하우징부 K131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스위치(1405, 1412)를 수신부

(1404) 쪽으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1408, 1413)를 송신부(1409)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1422)로부터 출력

된 송신 데이터는 변복조 회로(1411)에서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1409)에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1401)는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419)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

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국부 발진기(1420)로 송출한다. 그리고, 국부 발진기(1420)는 주

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여, PLL 회로(1415, 1416)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PLL 회로(1415, 1416)는 국부 발진기(1420)로부터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수취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체배하여,

각각 스위치(1412, 1413)를 통해 송신부(1409) 및 수신부(1404)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송신부(1409)는 변복조 회로(14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PLL 회로(1416)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14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

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14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1408)를 통해 내

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7)로 보내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7)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

테나(1407)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6)를 통해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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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1405)를 통해 수신부(1404)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신부(1404)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4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PLL 회로(1415)로부터 공급된 국부 발진 신호

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1404)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1402)로 보내

지고, 변복조 회로(1402)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1401)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

시할 수 있다.

또한, 에러율 검출 회로(1414)는 변복조 회로(1402)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신호에 근거하여 수신 신호의 에러율을 검

출하고, 검출된 에러율을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1418)로 출력한다. 그리고, 주파수 호핑 패턴 갱신 장치(1418)는 에

러율 검출 회로(1414)로부터 에러율을 수취하면, 그 에러율에 근거하여,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419)에 기억되어 있는

호핑 패턴을 갱신한다. 그리고, 제어부(1401)는 갱신된 호핑 패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419)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패턴의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국부 발진기(1420)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이에 따라, 호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공유하면서, 현재의 통신 환

경에 따라, 호핑 주파수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통신 상황이 나쁜 주파수를 피하면서,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통신 스루

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에러율 검출 회로(1414, 1417)를 제 1 하우징부 K131 및 제 2 하우징부 K132에 각각 마련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제 1 하우징부 K131 쪽에만 에러율 검출 회로(1414)를 마련하여도 좋다. 또한, 도 17의 실시

예에서는, 쌍 방향 통신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단 방향 통신에 적용하여도 좋다. 또한, 과거의 통신에 사용된 호핑 주파

수와 BER 등의 정보의 로그를 기억하고, BER가 좋은 호핑 주파수를 우선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BER가 좋은 쪽의

호핑 주파수로부터 순서대로 일정수의 사용 가능한 호핑 주파수를 확보하여도 좋다.

도 18은 도 17의 호핑 패턴 제어부(1421)의 그 밖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8에서, 호핑 패턴 제어부(1422)에는, 호핑 패턴 생성 회로(1501) 및 주파수 호핑 패턴 결정 회로(1502)가 마련된다.

그리고, 도 17의 호핑 패턴 제어부(1421)를 도 18의 호핑 패턴 제어부(1422)로 대체하여도 좋다.

여기서, 호핑 패턴 생성 회로(1501)는 특정한 호핑 패턴을 생성하고, 생성한 호핑 패턴을 주파수 호핑 패턴 결정 회로

(1502)로 출력한다. 그리고, 주파수 호핑 패턴 결정 회로(1502)는 에러율 검출 회로(1414, 1417)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

거하여, 호핑 패턴 생성 회로(1501)에서 생성된 호핑 패턴의 호핑 주파수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주파수에 고정되는 시간(슬롯 길이)은 미리 정하여 둘 수 있고, 이 구간은 같은 주파수로

통신할 수 있다. 예컨대, 블루투스에서는, 1슬롯은 625us라고 결정할 수 있고, TDD에 의해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결정된

슬롯으로 통신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 11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9에서, 제 1 하우징부 K141에는, 제어부(1601),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616), 변복조 회로(1602), 국부 발진기

(1617), PLL 회로(1614), 송신부(1603), 수신부(1604),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6) 및 스위치(1605, 1612)가 마련

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14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7), PLL 회로(1615), 송신부(1609), 수신부(1610),

스위치(1608, 1613), 변복조 회로(1611) 및 제어부(1618)가 마련된다. 여기서, 국부 발진기(1617)는 PLL 회로(1614,

1615)의 쌍방과 유선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제 1 하우징부 K141로부터 제 2 하우징부 K142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스위치(1605, 1612)를 송신부

(1603) 쪽으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1608, 1613)를 수신부(1610)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1601)는 이번에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의 데이터량에 근거하여 슬롯 길이를 설정하고, 그 슬롯 길이에 대응

한 호핑 타이밍을 설정한다. 그리고, 제어부(1601)는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

(1616)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국부 발진기(1617)로 송출한다. 그리고, 국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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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1617)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여, PLL 회로(1614, 1615)에 유선으로 송

출한다. 그리고, PLL 회로(1614, 1615)는 국부 발진기(1617)로부터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수취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체배하여, 각각 스위치(1612, 1613)를 통해 송신부(1603) 및 수신부(1610)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PLL 회로(1614, 1615)는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가 특정한 주파수에 록 상태인지 여부를 각각 검출하여, 캐리어 신

호의 주파수가 록 상태이면, 록 검출 신호를 제어부(1601)로 각각 보낸다. 그리고, 제어부(1601)는 PLL 회로(1614,

1615)로부터 록 검출 신호를 수취하면, 송신 데이터를 변복조 회로(1602)로 보낸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1602)는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여, 송신부(1603)로 보낸다.

그리고, 송신부(1603)는 변복조 회로(16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PLL 회로(1614)로부터 공급된 캐리어 신

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16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

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16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1605)를 통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6)로 보내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6)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1606)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7)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7)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1608)를 통해 수신부(1610)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신부(1610)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7)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PLL 회로(1615)로부터 공급된 검파 신호를 혼

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1610)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1611)로 보내지고,

변복조 회로(16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1618)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호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공유하면서, 슬롯 길이를 변

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송신 쪽 및 수신 쪽의 쌍방에서 주파수 호핑을 안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면서, 데이

터 통신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

파수 호핑 방식에 의한 무선 통신 품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통신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통신의 부하 상황에 의해 슬롯 길이를 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많을 때에는 슬롯 길이를 길게 하

고, 또한 데이터량이 적을 때에는 슬롯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량이 적을 때에 더미 데이터를 포함시켜

전송할 필요가 없어져,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제 2 하우징부 K142로부터 제 1 하우징부 K141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스위치(1605, 1612)를 수신부

(1604) 쪽으로 전환하고, 또한 스위치(1608, 1613)를 송신부(1609) 쪽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어부(1618)로부터 출력

된 송신 데이터는 변복조 회로(1611)에서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1609)에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1601)는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616)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

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국부 발진기(1617)에 송출한다. 그리고, 국부 발진기(1617)는 주

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여, PLL 회로(1614, 16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PLL 회로(1614, 1615)는 국부 발진기(1617)로부터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수취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체배하여,

각각 스위치(1612, 1613)를 통해 송신부(1609) 및 수신부(1604)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송신부(1609)는 변복조 회로(16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PLL 회로(1615)로부터 공급된 캐리어 신

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16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

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1611)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스위치(1608)를 통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7)로 보내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7)를 통해 송출시킨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

나(1607)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6)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스위치(1605)를 통해 수신부(1604)로 전송된다. 그리고,

수신부(1604)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606)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PLL 회로(1614)로부터 공급된 검파 신호를 혼

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1604)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변복조 회로(1602)로 보내지고,

변복조 회로(1602)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1601)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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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PLL 회로(1614, 1615)로부터 출력된 록 검출 신호를 제어부(1601) 쪽으로만 보내는 방법에 대

하여 설명했지만, PLL 회로(1614, 1615)로부터 출력된 록 검출 신호를 제어부(1618)에도 보내어, 제 2 하우징부 K142로

부터 제 1 하우징부 K141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슬롯 길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제어부(1601)는 PLL 회로(1614, 1615)로부터 출력된 록 검출 신호를 수취하고 나서, 데이터

송신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미리 설정된 시간만큼 대기한 후에, 데이터 송신을 시작하여도 좋다.

도 20은 도 19의 무선 통신 단말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0에 수신부(1604)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의 에러율을 검출하는 에러율 검출 회로(1701)가 마련된다. 그리고, 도 19의

제어부(1601)는 에러율 검출 회로(1701)에서 검출된 에러율에 근거하여 슬롯 길이를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에러율 검

출 회로(1701)는 특정한 주파수의 에러율을 감시하고, 제어부(1601)는 에러율이 나쁠 때에는 곧 다음 주파수를 호핑하도

록 국부 발진기(1617)에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러율이 나쁜 주파수에 고정되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있어, 통신 품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경우, 한쪽 방향의 에러율만으로 판단하여도 좋고, 다른 한 쪽의 에러율을 제어부(1601)로 피드백

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또한, 에러율뿐만 아니라, RSSI 등의 전파의 수신 품질로부터 판단하여도 좋다.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2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1에서, 제 1 하우징부 K151에는, 제어부(1801),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816), 변복조 회로(1802), 국부 발진기

(1817a, 1817b), PLL 회로(1812, 1813), 송신부(1803), 수신부(1804) 및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805, 1806)가 마련

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15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807, 1808), 송신부(1809), 수신부(1810), PLL 회로

(1814, 1815), 변복조 회로(1811) 및 제어부(1818)가 마련된다. 여기서, 국부 발진기(1817a)는 PLL 회로(1813, 1815)

의 쌍방과 유선으로 접속되고, 국부 발진기(1817b)는 PLL 회로(1812, 1814)의 쌍방과 유선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제 1 하우징부 K151과 제 2 하우징부 K152 사이에서 쌍 방향 통신을 하는 경우, 제어부(1801, 1818)는 송신 데

이터를 변복조 회로(1802, 1811)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제어부(1801, 1818)로부터 출력된 송신 데이터는 변복조 회

로(1802, 1811)에서 각각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부(1803, 1809)로 각각 전송된다.

또한, 제어부(1801)는 호핑 패턴에 포함되는 호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816)로부터 판독하고, 그 호

핑 주파수 계열을 주파수 지정 신호로 하여 소정 주기로 국부 발진기(1817a, 1817b)에 각각 송출한다. 그리고, 국부 발진

기(1817a, 1817b)는 주파수 지정 신호로 특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하여, PLL 회로(1813, 1815) 및 PLL

회로(1812, 1814)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PLL 회로(1813, 1815) 및 PLL 회로(1812, 1814)는 국부 발진기

(1817a, 1817b)로부터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수취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체배한다. 그리고, PLL 회로(1813,

1815)는 송신부(1803) 및 수신부(1810)에 캐리어 신호를 각각 출력하고, 또한 PLL 회로(1814, 1812)는 송신부(1809)

및 수신부(1804)에 캐리어 신호를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송신부(1803, 1809)는 변복조 회로(1802, 1811)로부터 각각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PLL 회로(1813, 1814)

로부터 각각 공급된 캐리어 신호를 혼합하여, 변복조 회로(1802, 1811)로부터 각각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복조 회로(1802, 1811)로부터 각각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

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806, 1809)를 통해 각각 송출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

(1806, 1809)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각각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807, 1805)를 통해 각각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807, 1805)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는 수신부(1810, 1804)에 각각 전송된다. 그리고, 수

신부(1810, 1804)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807, 1805)에서 각각 수신된 수신 신호와 PLL 회로(1815, 1812)로부터

각각 공급된 검파 신호를 혼합하여, 각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수신부(1810, 1804)로부터 출력된 신

호는 변복조 회로(1811, 1802)로 각각 보내지고, 변복조 회로(1811, 1802)에서 복조 처리가 각각 행하여진 후, 제어부

(1818, 1801)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816)에는, 호핑 주파수 계열에서의 호핑 주파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설정된 호핑 패

턴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1801)는 주파수 호핑 패턴 메모리(1816)로부터 판독한 특정한 호핑 패턴을 국부 발

진기(1817a)로 출력하고, 또한 국부 발진기(1817)로 출력되는 호핑 패턴과는 다른 호핑 패턴을 국부 발진기(1817b)로 출

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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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송신부(1803)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와 송신부(1809)로부터 송신되는 송신 데이터가 동일 대역에서 충

돌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하면서, 국부 발진기(1817a)로부터 출력된 국부 발진 신호를 PLL 회로(1813, 1815)에서 공

유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국부 발진기(1817b)로부터 출력된 국부 발진 신호를 PLL 회로(1812, 1814)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수신 쪽에서 호핑 패턴에 정확하게 동기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주파수 호핑 방

식에 의한 쌍 방향 통신을 안정하게 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동기 포착을 하기 위한 기구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무

선 수신부의 회로 구성을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동기를 취하기 위한 프리엠블을 없애는 것에 의해 전송 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국부 발진 신호를 체배하기 위해 PLL 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DLL(Delay

Locked Loop) 회로를 이용하여도 좋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무선 통신 데이터의 스펙트럼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부 발진 신호를 호핑시키는 방법에 대하

여 설명했지만, 국부 발진 신호를 처핑(chirping)시킴으로써,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여도

좋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 방식과 마찬가지로 타국으로부터의 간섭의 영향을 억제한다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주파수 호핑과 같이 일정 기간마다 급격히 주파수를 바꿀 필요가 없어져, 주파수를 바꿀 때의 불필요 복사를 감소

시켜, EMC 및 EMI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 13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2에서, 제 1 하우징부 K161에는, 제 1 하우징부 K161과 제 2 하우징부 K162 사이의 통신 처리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

부(1901), 주파수 처핑 패턴을 기억하는 주파수 처핑 패턴 메모리(1912), 제어부(1901)로부터의 제어에 따라 주파수를 처

핑시키면서 국부 발진 신호를 N 체배 회로(1914, 1915)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국부 발진기(1913),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 회로(1902), 국부 발진기(1913)로부터 유선으로 전송된 국부 발진 신호를 N(N은 정의 정수)

체배함으로써, 캐리어 신호를 생성하는 N 체배 회로(1914), N 체배 회로(1914)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불필요한 주파수 성

분을 감쇠시키는 밴드패스 필터(1917), 변조 회로(19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에 N 체배 회로(1914)로부터 출

력된 캐리어 신호를 혼합하는 혼합기(1903), 혼합기(1903)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1904) 및 내부 무선 통

신용 전파의 송신을 제 1 하우징부 K161 쪽에서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905)가 마련된다.

또한, 제 2 하우징부 K16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전파의 수신을 제 2 하우징부 K162 쪽에서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906),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906)에 의해 수신된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을 감쇠시키는

밴드패스 필터(1907), 밴드패스 필터(1907)로부터 출력된 수신 신호를 증폭하는 저잡음 증폭기(1908), 국부 발진기

(1913)로부터 유선으로 전송된 국부 발진 신호를 N 체배함으로써, 검파 신호를 생성하는 N 체배 회로(1915), N 체배 회

로(1915)로부터 출력된 신호의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을 감쇠시키는 밴드패스 필터(1918), 저잡음 증폭기(1908)로부터

출력된 수신 신호에 N 체배 회로(1915)로부터 출력된 검파 신호를 혼합하는 혼합기(1909), 혼합기(1909)로부터의 출력

신호에 포함되는 불필요한 고주파 성분을 감쇠시키는 로우패스 필터(1910), 로우패스 필터(1910)로부터 출력된 수신 신

호의 복조 처리를 행하는 복조 회로(1911) 및 복조 회로(1911)로부터 출력된 신호의 처리를 행하는 제어부(1916)가 마련

된다.

도 2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처핑 패턴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3에서, 주파수 처핑 패턴 메모리(1912)에는 주파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주파수 처핑 패턴이 기억되어 있

다.

그리고, 도 22에서, 제어부(1901)가 송신 데이터를 변조 회로(1902)로 보내면, 변조 회로(1902)는 송신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하여, 혼합기(1903)로 출력한다. 또한, 제어부(1901)는 주파수 처핑 패턴을 주파수 처핑 패턴 메모리

(1912)로부터 판독하고, 그 주파수 처핑 패턴으로 특정되는 주파수를 지정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국부 발진기(1913)로 송

출한다. 그리고, 국부 발진기(1913)는 제어부(1901)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로 지정되는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생성

하여, N 체배 회로(1914, 1915)에 유선으로 송출한다. 그리고, N 체배 회로(1914, 1915)는 국부 발진기(1913)로부터 국

부 발진 신호를 각각 수취하면, 국부 발진 신호를 각각 N 체배하여, 밴드패스 필터(1917, 1918)에서 불필요한 주파수 성

분을 제거하고 나서, 혼합기(1903, 1909)로 각각 출력한다. 여기서, N 체배 회로(1914, 1915)의 체배수 N을 고정함으로

써, N 체배된 고주파 신호가 안정하기까지의 시간을 매우 짧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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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혼합기(1903)는 변조 회로(19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와 N 체배 회로(1914)로부터 공급된 신호를 혼

합하고, 변조 회로(19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를 반송파에 중첩시킴으로써, 송신 데이터의 업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변조 회로(1902)로부터 출력된 베이스 밴드 신호가 반송파에 중첩되면, 증폭기(1904)에서 증폭된 후,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905)를 통해 송출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905)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되면, 그 송신

데이터가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906)를 통해 수신된다.

그리고,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1906)를 통해 수신된 수신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1907)에 의해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이

감쇠된 후, 저잡음 증폭기(1908)에서 증폭된다. 그리고, 저잡음 증폭기(1908)에서 증폭된 수신 신호는 혼합기(1909)로 전

송된다. 그리고, 혼합기(1909)는 저잡음 증폭기(1908)로부터 전송된 수신 신호와 N 체배 회로(1915)로부터 공급된 신호

를 혼합하여, 수신 신호의 다운 컨버트를 행한다.

그리고, 혼합기(1909)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로우패스 필터(1910)에 의해 불필요한 고주파 성분이 감쇠된 후, 복조 회로

(1911)로 전송된다. 그리고, 복조 회로(1911)에서 복조 처리가 행하여진 후, 제어부(1916)를 통해 표시 처리나 기억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예 14에 따른 무선 통신 방식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4에서, 실장 기판(2000)에는 반도체 칩(2001, 2002)이 실장되고, 반도체 칩(2001, 2002)에는 집적 회로가 각각 형성

되어 있다. 또, 반도체 칩(2001, 2002)을 실장 기판(2000) 상에 실장하는 방법으로는, 페이스 다운 실장 또는 페이스 엎

실장의 어느 것이라도 좋다. 그리고, 반도체 칩(2001)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04)가 형성됨과 아울러, 반도체 칩

(2001, 2002)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

신 제어부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반도체 칩(200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05)가 형성됨과 아울러, 반도체 칩

(2001, 2002)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

신 제어부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실장 기판(2000)에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

를 반도체 칩(2001, 2002)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배선(2003)이 형성되어 있다. 또,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

한 정보는 반도체 칩(2001, 2002) 중 어느 한쪽에 기억할 수 있고, 배선(2003)을 통해 다른 쪽의 반도체 칩(2001, 2002)

으로 송신함으로써,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쌍방의 반도체 칩(2001, 2002)에 의해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칩(2001, 2002)간에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배선(2003)을 통

해 반도체 칩(2001, 2002)간에 교환하면서,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04, 2005)를 통해 반도체 칩(2001, 2002)간에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내지 않고, 실장 기판(2000) 상에 실장된 반도체 칩(2001,

2002)간의 무선 통신을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써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실장 기판(2000) 상에 형성되는 배선 수를 감

소시키는 것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수신 회로의 간략화를 도모하면서, 대량의 데이터의 교환을 반도체 칩(2001, 2002) 사

이에서 고속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 24의 실시예에서는,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반도체 칩(2001, 2002)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반도체 칩(2001, 2002)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여도 좋다. 이에 따라, 고속 전송이 곤란한 신호군의 전송을 무선에 의해 전송하고, 송신 데이터의 고속화

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하며, 또한 무선 전송에 필요한 국부 발진 신호를 유선으로 송신하는 것에 의해, 무선화에 따

른 시스템의 복잡화를 회피할 수 있다.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예 15에 따른 무선 통신 방식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5에서, 실장 기판(2010)에는 반도체 모듈(2011, 2012)이 실장되고, 반도체 모듈(2011, 2012)에는 반도체 칩(2014,

2015) 등의 전자 부품이 각각 탑재되어 있다. 여기서, 반도체 칩(2014, 2015)에는 집적 회로가 각각 형성되어 있다. 그리

고, 반도체 칩(2014)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16)가 형성됨과 아울러, 반도체 모듈(2011, 2012) 사이에서의 데이

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가 탑재되어 있다. 또

한, 반도체 칩(2015)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17)가 형성됨과 아울러, 반도체 모듈(2011, 2012) 사이에서의 데이

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가 탑재되어 있다. 또

한, 실장 기판(2010)에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반도체 칩(2014, 20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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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배선(2013)이 형성되어 있다. 또,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는 반도체 칩(2014,

2015) 중 어느 한쪽에 기억할 수 있고, 배선(2013)을 통해 다른 쪽의 반도체 칩(2014, 2015)으로 송신함으로써,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쌍방의 반도체 칩(2014, 2015)에서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모듈(2011, 2012)간에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배선(2013)을

통해, 반도체 칩(2014, 2015)간에 교환하면서,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16, 2017)을 통해 반도체 칩(2014, 2015)간

에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내지 않고, 실장 기판(2010) 상

에 실장된 반도체 모듈(2011, 2012)간의 무선 통신을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실장 기판(2010) 상에 형

성되는 배선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도 25의 실시예에서는,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반도체 칩(2014, 2015)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반도체 칩(2014, 2015)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여도 좋다.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예 16에 따른 무선 통신 방식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6에서, 실장 기판(2026, 2027)에는 반도체 칩(2021, 2022)이 각각 실장되고, 반도체 칩(2021, 2022)에는 집적 회로

가 각각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실장 기판(2026, 2027)의 단부는 실장 기판(2020)에 접속되고, 실장 기판(2026, 2027)은

실장 기판(2020)에 의해 지지되면서 적층되어 있다. 그리고, 반도체 칩(2021)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24)가 형

성됨과 아울러, 실장 기판(2026, 2027)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

해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반도체 칩(2022)에는,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25)가 형성

됨과 아울러, 실장 기판(2026, 2027)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실장 기판(2020, 2026, 2027)에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반도체 칩(2021, 2022)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배선(2023)이 형성되어 있

다. 또,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는 반도체 칩(2021, 2022) 중 어느 한쪽에 기억할 수 있고, 배선(2023)을 통

해 다른 쪽의 반도체 칩(2021, 2022)으로 송신함으로써,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쌍방의 반도체 칩(2021,

2022)에서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실장 기판(2020, 2026, 2027)간에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배선

(2023)을 통해, 반도체 칩(2021, 2022)간에 교환하면서,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24, 2025)를 통해 반도체 칩(2021,

2022) 사이에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내지 않고, 반도

체 칩(2021, 2022)이 각각 실장된 실장 기판(2026, 2027)간의 무선 통신을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실

장 기판(2020, 2026, 2027) 상에 형성되는 배선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도 26의 실시예에서는,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반도체 칩(2021, 2022)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반도체 칩(2021, 2022)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여도 좋다.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예 17에 따른 무선 통신 방식을 종래예와 비교하여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7(a)에서, 반도체 칩(2034)에는 회로 블럭(2031, 2032)이 형성되고, 회로 블럭(2031, 2032)의 주위에는 패드 전극

(2035)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반도체 칩(2034)에는, 회로 블럭(2031)에 대응하여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36)가

형성됨과 아울러, 회로 블럭(2031, 2032)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반도체 칩(2034)에는, 회로 블럭(2032)에 대응하여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37)가 형성됨과 아울러, 회로 블럭(2031, 2032)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소정의 주파수 호

핑 시퀀스에 따라 내부 무선 통신에 의해 실행하는 내부 무선 통신 제어부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반도체 칩(2034)에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회로 블럭(2031, 2032)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배선(2033)이 형성되어 있다. 또,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는 회로 블럭(2031, 2032) 중 어느 한쪽에 기억할

수 있고, 배선(2033)을 통해 다른 쪽의 회로 블럭(2031, 2032)으로 송신함으로써,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

를 쌍방의 회로 블럭(2031, 2032)에서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회로 블럭(2031, 2032)간에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배선(2033)을 통

해, 회로 블럭(2031, 2032) 사이에서 교환하면서, 내부 무선 통신용 안테나(2036, 2037)를 통해 회로 블럭(20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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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내지 않고, 동일한 반도체 칩

(2034) 상에 형성된 회로 블럭(2031, 2032)간의 무선 통신을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 반도체 칩(2034)

상에 형성되는 배선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도 27(a)의 실시예에서는, 주파수 호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회로 블럭(2031, 2302)의 쌍방에 유선으로 송출하

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호핑 또는 처핑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국부 발진 신호를 회로 블럭(2031, 2302)의 쌍방

에 유선으로 송출하여도 좋다.

한편, 도 27(b)에서, 반도체 칩(2044)에는 회로 블럭(2041, 2042)이 형성되고, 회로 블럭(2041, 2042)의 주위에는 패드

전극(2045)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반도체 칩(2044)에는, 회로 블럭(2031, 2302)간에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배선

(2043)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 27(b)의 구성에서는, 배선(2043)을 통해 회로 블럭(2041, 2042) 사이에서 통신을 함으로써, 회로 블럭(2041,

2042)간에 데이터 전송이 행하여진다. 이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회로 블럭(2041, 2042)간에 전송하기 위해

서는, 배선(2043)의 수가 방대하게 되어, 반도체 칩(2044) 상에서의 배선공간의 증대에 대처해야 하고, 또한 반도체 칩

(2044) 상에서 배선(2043)을 레이아웃해야 할 필요가 있어, 레이아웃 설계가 복잡화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무선 통신 제어 방법이 적용되는 폴더형 휴대 전화를 열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무선 통신 제어 방법이 적용되는 폴더형 휴대 전화를 닫았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무선 통신 제어 방법이 적용되는 회전식 휴대 전화의 외관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5는 주파수 호핑 패턴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8은 도 7의 호핑 패턴 제어부의 그 밖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0은 도 9의 무선 통신 단말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2는 도 11의 무선 통신 단말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 8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 9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 10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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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은 도 17의 호핑 패턴 제어부의 그 밖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 11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0은 도 19의 무선 통신 단말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2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 13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3은 주파수 처핑 패턴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예 14에 따른 무선 통신 방식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예 15에 따른 무선 통신 방식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예 16에 따른 무선 통신 방식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예 17에 따른 무선 통신 방식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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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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