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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외부안테나 파손 경우에 내부안테나로 절체하여 유엠티에스 통신하고, 기지국을 컴프레

스 모드로 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방식으로 통신하고 다른 통신방식의 신호를 수시로 모니터하는 것으로, 지에스엠

방식과 디시에스 방식과 유엠티에스 방식의 신호를 무선 송수신하는 제1 안테나부; 제1 안테나부에 접속하고, 지에스엠

방식 신호를 제1 경로로 전송하며, 디시에스를 포함하는 유엠티에스 방식 신호를 제2 경로로 전송하는 듀플렉서부; 듀플

렉서부의 제1 경로에 접속하고 지에스엠 방식 신호의 송신경로와 수신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제1 스위치부; 듀플렉서부

의 제2 경로에 접속하고 해당 제어에 의하여 유엠티에스 방식 신호와 디시에스 방식 신호 전송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스

위치모듈부; 스위치모듈부에 접속하여 유엠티에스 방식과 지에스엠 방식과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를 무선송수신하는

제2 안테나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에 의하여 고주파 신호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 스위치를 노멀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에 테이블2에 의하여 스위칭 운용 처리하는 노멀과정; 상기 안테나 스위

치부를 모니터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는 테이블3에 의하여 스위칭 운용 처리하는 모니터 과정; 상기 안테나부의 파손을 감

지하면 제2 안테나부로 절체 운용 처리하는 절체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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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은 종래의 듀얼모드 휴대단말기 안테나 스위치 장치 기능 구성도,

도2 는 종래의 듀얼모드 휴대단말기 안테나 스위치 운용방법 순서도,

도3 은 본 발명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기능 구성도,

도4 는 본 발명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방법 순서도,

도5 는 본 발명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스위치부 제어신호 상태도,

도6 은 본 발명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노멀모드 운용방식별 각 스위치부 제어상태 신호도,

도7 은 본 발명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모니터 모드 운용방식별 각 스위치부 제어상태 신호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제1 안테나부 110 : 듀플렉서부 120 : 제1 스위치부

130 : 제2 안테나부 140 : 스위치모듈부 150 : 제2 스위치부

160 : 제3 스위치부 170 : 제4 스위치부 180 : 감지부

190 :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설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럽에서 사용하는 지에스엠(GSM) 및 유엠티에스

(UMTS)를 모두 수용하는 듀얼모드(DUAL MODE) 휴대단말기에서 유엠티에스 통신 중에 지에스엠 대역과 디시에스 대

역 신호를 수시로 모니터하고, 외장안테나가 파손되는 경우에 내장안테나로 절체하여 유엠티에스 통신을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용 휴대단말기(UE: USER EQUIPMENT)는 가입 등록된 시스템의 해당 기지국(RAN: RADIO ACCESS

NETWORK)이 형성하는 서비스 영역(SERVICE AREA) 안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동교환국(MSC: MOBILE

SWITCHING CENTER)의 감시와 제어와 스위칭(SWITCHING)에 의하여 설정된 통신경로를 경유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

하는 상대방과 즉시 무선접속 통신하고, 개인이 항상 직접 휴대하면서 이동하는 첨단 무선통신장비 이다.

상기 휴대단말기(UE)가 포함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초기(1G)에는 음성급 신호를 아날로그 처리하는 방식이었고, 2세대

(2G)에서는 숫자와 기호와 문자를 포함하는 메시지 통신 방식이 추가되는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의 3 세대

(3G)에서는 상기 음성급 신호와 문자메시지 신호에 영상신호를 포함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급 통신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은, 한정된 무선주파수 자원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통신하는 것으로, 한정 할당된 무선주파수 자원

을 다수 채널로 분할하므로 다수 가입자 또는 휴대단말기가 동시에 접속하여 통신한다.

상기 한정된 무선주파수 자원을 다수 채널로 할당하는 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주

파수분할다중접속(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일종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시분할다중접속(TDMA) 방식의 일종인

지에스엠(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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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럽(EUROPE)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에스엠(GSM) 방식은, 900 MHz 무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과 1.8 GHz 무

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있으며, 상기 1.8 GHz 대역을 사용하는 것은 무선주파수 자원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GSM1800 또는 디시에스(DCS: DIGITAL CORDLESS SYSTEM) 방식이라고도 하고, 상기 GSM과 DCS를 합쳐서 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개념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지에스엠(GSM) 방식이라고 통칭한다.

상기 유럽지역에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유엠티에스(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라고 하며, 2.1 GHz 대역의 무선주파수 신호를 사용하여 2 Mbps의 고속으로 데이

터를 전송하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의 비동기(ASYNCHRONOUS) 방식이며, 우리나라의 3세대

(3GPP :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이동통신 시스템인 IMT-2000과 비슷한 개념이다.

상기 휴대단말기는, 상기 지에스엠 방식과 유엠티에스 방식의 상이한 주파수에 공통으로 매칭되는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며, 상기 안테나는 휴대단말기의 외부로 돌출되는 외장형과 내부에 포함되는 내장형이 있으며, 각각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하여 두 가지 모두 사용한다.

유럽의 기존 이동통신 시스템 운용 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TDMA) 방식의 일종으로 디시에스(DCS)를 포함하는 지에스

엠(GSM) 방식을 사용하고,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3세대 방식은, 비동기(ASYNCHRONOUS) 방식의 광대역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 방식에 의한 유엠티에스(UMTS) 방식을 사용한다.

상기 지에스엠(GSM) 방식 시스템과 유엠티에스(UMTS) 방식은 시스템 구성 및 기능의 일부가 상이하며, 점차 유엠티에

스(UMTS) 방식 시스템으로 대체 되고 있으나, 완전하게 대체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에 의하

여, 대체 완료될 때까지 두 가지 방식 시스템이 공존하게 된다.

상기 지에스엠(GSM) 방식과 유엠티에스(UMTS) 방식 서비스 영역에서 모두 해당방식 통신을 하도록, 하나의 휴대단말기

(UE)에 지에스엠 기능과 유엠티에스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휴대단말기(UE)를 듀얼모드(DUAL MODE) 휴대단말기라 한

다.

상기와 같은 듀얼모드 휴대단말기는, 지에스엠 서비스 영역에서 지에스엠 방식으로 접속하여 통신하고, 유엠티에스 서비

스 영역에서는 유엠티에스 방식으로 접속하여 통신한다.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는, 지에스엠 영역에서 지에스엠 방식으로 통신하는 경우에도 유엠티에스 영역의 해당 신호를

모니터해야 되고, 유엠티에스 영역에서 유엠티에스 방식으로 통신하는 경우에도 지에스엠 영역의 해당 신호를 모니터하

여, 이동성을 보장하는 핸드오버(HAND-OVER) 등에 대비 해야된다.

그러나, 상기 지에스엠(GSM) 방식에는 900 MHz 대역을 사용하는 것과 1800 MHz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있으므로, 두 가

지 주파수 대역을 모두 모니터 해야되고, 또한, 3세대 통신방식인 유엠티에스(UMTS) 방식의 해당 주파수 대역을 모니터

해야되는 동시에, 이동통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외장형 안테나가 파손되는 상태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

따라서, 상기 듀얼모드(DUAL MODE) 휴대단말기(UE)는 유엠티에스(UMTS)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태에서 지에스엠

(GSM) 방식의 두 가지 주파수 대역을 모니터하고, 외장형 안테나가 파손된 상태에서도 최소한 유엠티에스 방식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하, 종래 기술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및 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종래 기술을 설명하기 위하여 첨부된 것으로, 도1 은 종래 기술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기능

구성도 이고, 도2 는 종래 기술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운용방법 순서도 이다.

상기 도1을 참조하여 종래 기술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를 설명하면, 안테나(10)는 지에스엠

방식의 900 MHz와, DCS 방식의 1.8 GHz와, 유엠티에스 방식의 2.1 GHz 주파수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안테

나(10)가 연결되는 듀플렉서(20)는, 900 MHz 이하 대역의 신호와 이상 대역의 신호를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한다.

즉, 상기 듀플렉서(20)는 900 MHz 대역의 지에스엠(GSM) 방식 신호를 설정된 제1 경로로 전송되도록 하고, 또한, 1.8

GHz의 DCS 방식 신호와 WCDMA 또는 유엠티에스(UMTS) 방식의 2.1 GHz 신호를 제2 경로로 전송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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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듀플렉서(20)의 제1 경로에 접속되는 제1 스위치(30)는, 해당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900 MHz의 지에스엠 송신

(TX)신호와 수신(RX)신호가 각각의 경로로 전송되도록 하는 선택적 스위칭(SWITCHING)을 한다.

또한, 상기 듀플렉서(20)의 제2 경로에 접속되는 제2 스위치(40)는, 해당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1800 MHz의 DCS 송신

신호와 수신신호를 각각의 경로로 전송되도록 하는 동시에, 2100 MHz의 WCDMA 또는 유엠티에스(UMTS) 방식 송수신

신호를 하나의 경로로 전송되도록 선택적 스위칭(SWITCHING) 처리한다.

즉,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로 지에스엠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제1 스위치(30)는 해당 제어신호

에 의하여 900 MHz의 지에스엠 방식 신호 송신경로와 수신경로를 스위칭하여 설정하므로, 지에스엠 방식의 이동통신 서

비스를 이용한다.

이때, 상기 제2 스위치(40)는, 해당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유엠티에스 방식의 WCDMA 단자에 접속되며, 상기 안테

나(10)로부터 수신되고 듀플렉서(20)를 통하여 인가되는 해당 신호는, 제어부에서 모니터하고 분석하므로, 유엠티에스 방

식 신호의 상태를 모니터 및 해당 처리한다.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UE)가 유엠티에스(UMTS) 방식으로 이동통신하는 경우, 상기 제2 스위치(40)는 WCDMA 단

자에 접속하고, 안테나(10)와 듀플렉서(20)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는 WCDMA 단자로 인가되며, 상기 제1 스위치(30)는 지

에스엠 수신(RX) 단자와 접속되도록 스위칭 제어되므로, 제어부가 지에스엠(GSM) 신호를 모니터한다.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 구성의 듀얼모드 휴대단말기는, 지에스엠 방식 또는 유엠티에스 방식의 이동통신을 하는 도중에,

1800 MHz의 디시에스(DCS) 방식 신호를 모니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지국(RAN)에서 컴프레스 모드(COMPRESS MODE)를 운용하도록 하고, 상기 기지국이 컴프레스 모드를 운용

하는 때에, 1800 MHz 대역의 디시에스 방식 신호를 수신하여 모니터한다.

상기와 같이 모니터하고 해당 처리하므로, 휴대단말기의 각 서비스 영역 이동하는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핸드오버를 통하

여 900 MHz의 지에스엠과 1800 MHz의 디시에스와 2100 MHz의 유엠티에스 서비스 영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하, 상기 첨부된 도2를 참조하여, 종래 기술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운용방법을 설명한다.

듀얼모드 휴대단말기(UE)가 900 MHz 대역의 지에스엠 방식으로 이동통신을 하고자 모니터하는 경우(S10), 해당 제어부

는 제1 스위치부(30)를 스위칭 제어하여 지에스엠(GSM) 방식의 900 MHz 대역 신호를 모니터하고, 분석하므로 채널 점유

에 의한 통신 처리한다(S20).

상기 휴대단말기(UE)가 2100 MHz의 WCDMA에 의한 유엠티에스(UMTS) 방식 이동통신을 하고자 모니터하는 경우

(S30), 해당 제어부는 제2 스위치부(40)를 스위칭 제어하여 유엠티에스 방식 신호를 모니터하고, 해당 통신채널을 점유하

여 통신 처리한다(S40).

상기 휴대단말기가 1800 MHz의 디시에스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모니터하는 경우(S50), 해당 제어부는 기

지국(RAN)이 컴프레스 모드(COMPRESS MODE)로 운용되는지를 판단하고(S60), 상기 판단(S60)에서 기지국이 컴프레

스 모드로 운용되는 경우, 1800 MHz의 디시에스 방식 이동통신 신호를 모니터하고 해당 통신채널을 점유하여 통신 처리

한다(S70).

즉, 상기와 같은 구성의 종래 기술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는, 900 MHz의 지에스엠 방식 또는, 2100 MHz의 유엠티

에스 방식에서 운용되는 경우, 각각 상대방의 신호를 언제든지 모니터하여 이동성을 확보하며, 1800 MHz의 디시에스 방

식 운용상태를 확인 및 해당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기지국이 컴프레스 모드로 운용되는 시점에 상기 디시에스 신호를

모니터하므로 해당 처리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있다.

또한, 상기 기지국이 컴프레스 모드로 운용되는 상태는, 다른 시스템, 즉, 디시에스 시스템의 운용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송신을 중단했다가(TRANSMISSION GAP) 다시 송신하는 방식이므로, 신호대잡음비(Eb/No)

가 증가하고, 노멀 프레임(NORMAL FRAME)에서 더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므로, 기지국이 형성하는 서비스 영역(CELL

COVERAGE)이 작아지는 동시에 시스템의 사용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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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기지국을 컴프레스 모드로 운용하지 않으므로, 기지국의 운용 효율을 높이고, 디시에스 방식 시스템의 운용상

태 정보를 수시로 모니터하며, 신호대잡음비를 높이는 동시에, 안테나를 외장형과 내장형의 이중으로 구비하여 외장형 안

테나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유엠티에스 방식 운용을 확보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및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출한 본 발명은, 지에스엠 방식과 디시에스 방식과 유엠티에스 방식의 고주파 신호

를 무선 송수신하는 제1 안테나부와; 상기 제1 안테나부에 접속하고, 지에스엠 방식 신호를 제1 경로로 전송하며, 디시에

스를 포함하는 유엠티에스 방식 신호를 제2 경로로 전송하는 듀플렉서부와; 상기 듀플렉서부의 제1 경로에 접속하고 지에

스엠 방식 고주파 신호의 송신경로와 수신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제1 스위치부와; 상기 듀플렉서부의 제2 경로에 접속하

고 해당 제어에 의하여 유엠티에스 방식 신호와 디시에스 방식 신호 전송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스위치모듈부와; 상기 스

위치모듈부에 접속하여 유엠티에스 방식과 지에스엠 방식과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를 무선송수신하는 제2 안테나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출한 본 발명은,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에 의하여 고주파 신호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 스위치를 노멀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에 테이블2에 의하여 스위칭 운용 처리하는 노멀과정과; 상기 듀얼모드 휴대

단말기가 안테나 스위치부를 모니터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는 테이블3에 의하여 스위칭 운용 처리하는 모니터 과정과; 상

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가 안테나부의 파손을 감지하면 제2 안테나부로 절체 운용 처리하는 절체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의한 것으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및 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첨부된 것으로, 도3 은 본 발명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기능 구성

도 이고, 도4 는 본 발명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방법 순서도 이며, 도5 는 본 발명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스위치부 제어신호 상태도 이고, 도6 은 본 발명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노멀모드 운용방식별 각 스

위치부 제어상태 신호도 이며, 도7 은 본 발명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모니터 모드 운용방식별 각 스위치부 제어상

태 신호도 이다.

상기 도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를 설명하면, 900 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에스엠(GSM) 방식과 1800 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디시에스(DCS) 방식과 2100 MHz 대역의 주파수

를 사용하는 유엠티에스(UMTS) 방식의 고주파 신호를 무선 송수신하는 제1 안테나부(100)와,

상기 제1 안테나부(100)에 접속하고, 900 MHz 대역 주파수의 지에스엠(GSM) 방식 신호를 제1 경로로 전송하며, 1800

MHz 대역 주파수의 디시에스(DCS)를 포함하는 유엠티에스(UMTS) 방식 신호를 제2 경로로 전송하는 듀플렉서부(110)

와,

상기 듀플렉서부(110)의 제1 경로에 접속하고 지에스엠(GSM) 방식 고주파 신호의 송신(TX)경로와 수신(RX)경로를 스위

칭 설정하는 제1 스위치부(120)와,

상기 듀플렉서부(110)의 제2 경로에 접속하고 해당 제어에 의하여 유엠티에스(UMTS) 방식 신호와 디시에스(DCS) 방식

신호 전송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것으로, 듀플렉서부(110)의 제2 경로에 접속하고, 해당 제어신호에 의하여 유엠티에스

(UMTS)와 디시에스(DCS) 방식 고주파 신호의 전송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제2 스위치부(150); 상기 제2 안테나부(150)

에 접속하고, 해당 제어신호에 의하여 유엠티에스(UMTS)와 디시에스(DCS) 방식 고주파 신호의 전송경로를 스위칭 설정

하는 제3 스위치부(160); 상기 제2 스위치부(150)와 제3 스위치부(160)에 접속하고, 해당 제어신호에 의하여 디시에스

(DCS) 방식 고주파 신호의 송신(TX)경로와 수신(RX)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제4 스위치부(170)로 이루어지는 스위치모

듈부(140)와,

상기 스위치모듈부(140)에 접속하여 유엠티에스(UMTS) 방식과 지에스엠(GSM) 방식과 디시에스(DCS) 방식 고주파 신

호를 무선송수신하는 제2 안테나부(13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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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안테나부(100)와 제2 안테나부(130)를 통하여 수신되는 고주파 신호세기를 각각 감지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안

테나의 고주파 신호를 감시하여 정상적으로 수신하는지 또는,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감시결과

신호를 제어부에 출력하는 감지부(180)와,

상기 감지부(180)와 접속되고, 상기 제1 스위치부(120)와 스위치모듈부(140)의 스위칭 접속 상태를 제어하는 것으로, 제

1 스위치부(120)를 제어하여 지에스엠 방식 고주파 신호의 송신경로와 수신경로를 스위칭 설정하고, 제2 스위치부(150)

를 제어하여 유엠티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와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의 전송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며, 제3 스위치부

(160)를 제어하여 제2 안테나부(130)의 유엠티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와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 전송경로를 스위칭 설

정하고, 제4 스위치부(170)를 제어하여 디시에스(DCS) 방식 고주파 신호의 송신경로와 수신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며, 상

기 감지부(180)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분석하여 제1 안테나부(100)가 파손 등으로 고주파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제2 안테나부(130)를 이용하여 유엠티에스 방식 통신을 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190)가 포함되는 구성이다.

이하,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의한 것으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유럽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900 MHz 대역의 지에스엠(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방식 이동통신 신호와, 1800 MHz 대역의 디시에스(DCS: DIGITAL CORDLESS SYSTEM) 방식 이

동통신 신호와, 2100 MHz 대역의 비동기(ASYNCHRONOUS) 방식이며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WIDE-

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에 의한 유엠티에스(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방식 이동통신 신호를 선별하여 통신하는 듀얼모드(DUAL MODE) 휴대단말기(UE:

USER EQUIPMENT)는, 각각 방식으로 운용되는 해당 서비스 영역에서 이동통신 중에, 이동성에 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는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3개 방식의 서비스 영역 중, 특정 영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동성이 보장되므로, 어느 방식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할지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일 예로, 지에스엠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중에, 디시에스 방식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유엠티에스 방식 서

비스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디시에스 방식 서비스 신호와 유엠티에스 방식 서비스 신호를 모두 모니터

(MONITOR)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디시에스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도, 지에스엠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 신호와 유엠티에스 방식 이동통

신 서비스 신호를 모니터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유엠티에스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도, 디시에스 방식 이동

통신 서비스 신호와 지에스엠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 신호를 모니터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3개 방식 이동통신 신호를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에서 동시 수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발명에

의한 안테나 스위치 장치이다.

상기 제1 안테나부(100)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UE)에 외장형 안테나로 구비되는 것으로, 메인 안테나(MAIN ANT.)이

고, 상기 듀플렉서부(110)에 접속되어 지에스엠(GSM) 방식 신호와, 디시에스(DCS) 방식 신호와 유엠티에스(UMTS) 방

식 신호를 송수신 전송한다.

상기 제2 안테나부(130)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UE)에 내장형 안테나로 구비되는 것으로, 스위치모듈부(140)의 제3 스

위치부(160)에 접속되어 1800 MHz 대역의 디시에스(DCS) 방식 신호와 2100 MHz 대역의 유엠티에스(UMTS) 방식 신

호를 송수신 전송한다.

상기 제1 안테나부(100)에 접속되는 듀플렉서부(110)는, 900 MHz 대역 이하의 신호를 제1 경로를 통하여 송수신 전송되

도록 하고, 1800 MHz 대역과 2100 MHz 대역의 신호는 제2 경로를 통하여 송수신 전송되도록 한다.

상기 듀플렉서부(110)의 제1 경로는, 제1 스위치부(120)에 접속되고, 상기 제1 스위치부(120)는, 제어부(190)로부터 인

가되는 제어신호 VC_D에 의하여 900 MHz 대역 고주파 신호 송신(TX)경로와 수신(RX)경로를 선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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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스위치부(120)는, 상기 첨부된 도5에 상세히 도시된 것과 같이 하이(HIGH) 레벨 또는 1의 디지털 값으로 인가되

는 경우에 D1 단자와의 경로(PATH)를 설정하여 900 MHz 대역 지에스엠 방식 신호의 송신신호를 상기 제1 안테나부

(100)에 출력하고, 로우(LOW) 레벨 또는 0의 디지털 값이 인가되는 경우에 D2 단자와의 경로(PATH)를 설정하여 제1 안

테나부(100)가 수신한 900 MHz 대역의 지에스엠(GSM) 방식 신호를 입력한다.

상기 듀플렉서부(110)의 제2 경로에는 스위치모듈부(140)의 제2 스위치부(150)가 접속되고, 상기 제2 스위치부(150)는,

제어부(190)로부터 인가되는 제어신호 VC_A에 의하여 스위칭 경로를 설정하는 것으로, 하이레벨 또는 디지털 1의 제어

신호가 인가되면 A1 단자와의 경로를 설정하고, 로우레벨 또는 디지털 0의 제어신호가 인가되면 A2 단자와의 경로를 설

정한다.

상기 스위치모듈부(140)를 구성하는 제3 스위치부(160)는, 제2 안테나부(130)에 접속하고, 상기 제어부(190)로부터 인가

되는 제어신호 VC_C에 의하여 스위칭 경로를 설정하는 것으로, 하이레벨 또는 디지털 1 값의 제어신호 VC_C가 인가되면

C1 단자와의 접속 경로를 설정하며, 로우레벨 또는 디지털 0 값의 제어신호 VC_C가 인가되면 C2 단자와의 접속 경로를

설정한다.

상기 스위치모듈부(140)를 구성하는 제4 스위치부(170)는 제2 스위치부(150)의 A2 단자와 제3 스위치부의 C2 단자에

각각 접속하고, 상기 제어부로부터 인가되는 제어신호 VC_B에 의하여 스위칭 경로를 설정하는 것으로, 하이레벨 또는 디

지털 1의 값이 제어신호로 인가되면 B1 단자와의 경로를 설정하고, 로우레벨 또는 디지털 0의 값이 제어신호로 인가되면

B2 단자와의 경로를 설정한다.

상기 제1 스위치부(120) 내지 제4 스위치부(170)의 경로 설정을 제어하는 제어부(190)의 제어신호는 상기 첨부된 도5에

상세히 도시되어있다.

상기 감지부(180)는, 제1 안테나부(100)와 제2 안테나부(130)의 무선신호 수신상태를 감지하고, 해당 결과를 제어부

(190)에 인가하는 것으로, 특히, 상기 제1 안테나부(100)가 파손되거나 장애(TROUBLE) 발생에 의하여 무선신호를 수신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어신호를 제어부(190)에 출력하므로, 상기 제어부(190)가 신속하게 스위치모듈부(140)를 구성

하는 각 스위치부(150, 160, 170)를 제어하여 제2 안테나(130)와의 경로(PATH)를 설정하도록 스위칭 제어한다.

상기 제어부(190)는, 사용자의 해당 선택에 의하여, 상기 제1 스위치부(120)와 스위치모듈부(140)를 노멀모드로 운용하

고나 또는 모니터 모드로 운용한다.

상기 노멀 모드는, 종래 기술과 같이 기지국(RAN)의 컴프레스 모드(COMPRESS MODE) 운용 상태를 이용하여 1800

MHz의 디시에스(DCS) 방식 이동통신 신호를 모니터하며, 첨부된 도6과 같이 스위칭 제어를 하고, 상기 모니터 모드는,

본 발명에 의한 것으로, 기지국이 컴프레스 모드를 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디시에스(DCS) 방식과 지에스엠(GSM) 방식

과 유엠티에스(UMTS) 방식 모두를 수시로 모니터하며, 상기 첨부된 도7과 같이 스위칭 제어를 한다.

일 실시 예로, 상기 첨부된 도3 과 도6을 참조하여 노멀모드(NORMAL MODE) 운용방식을 설명하면, 듀얼모드 휴대단말

기(UE)가 900 MHz 대역의 지에스엠(GSM)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지에스엠 방식으로 통신하는 경우, 상기 제어

부(190)로부터 제1 스위치부(120)와, 제2 스위치부(150)와, 제3 스위치부(160)와, 제4 스위치부(170)에 각각 VC_D,

VC_A, VC_C, VC_B의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각각의 제어신호를 VC_A, VC_B, VC_C, VC_D의 순서로 표시하는 상태에서 지에스엠 방식 신호를 수신(RX)하는

경우의 해당 제어신호는, 각각 "1, X, OFF, 1"의 값이 된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제1 스위치부(120)는 제어신호 VC_D 값이 하이레벨의 1 이므로, D1 경로를 설정하고, 스위치모듈

부(140)의 제2 스위치부(150)는 제어신호 VC_A 값이 하이레벨의 1 이므로 A1 경로를 설정하며, 스위치모듈부(140)의

제3 스위치부(160)는 제어신호 VC_C 값이 OFF 이므로 경로(PATH)를 설정하지 못하고, 상기 스위치모듈부(140)의 제4

스위치부(170)는 제어신호 VC_B 값이 X 이며, 어떠한 제어신호가 입력되어도 관계없는 DON'T CARE 상태이다.

즉, 제1 안테나부(100)로부터 수신되는 모든 대역의 무선신호는, 상기 듀플렉서부(110)를 통하여 제1 스위치부(120)와

스위치모듈부(140)의 제2 스위치부(150)에 각각 인가되고, 상기 제1 스위치부(120)는 제어부(190)의 하이레벨 VC_D 제

어신호에 의하여 D1 경로를 설정하므로, 상기 제1 안테나부(100) 수신신호를 900 MHz의 GSM 방식 수신(RX) 경로에 인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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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스위치부(150)는 제어부(190)의 하이레벨 VC_A 제어신호에 의하여 A1 경로를 설정하므로, 제1 안테나부(100)

의 수신신호를 2100 MHz의 WCDMA 방식 유엠티에스 경로로 전송한다.

상기 제3 스위치부(160)는 제어부(190)로부터 오프 상태의 제어신호 VC_C를 인가 받으므로, 상기 제2 안테나(130)가 수

신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경로(PATH)가 설정되지 못하며, 상기 제4 스위치부(170)는 제어부(190)의 제어신호 VC_B가 어

떠한 값이어도 관계없는 상태인 DON'T CARE 상태가 된다.

따라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UE)는 제1 안테나(100)를 통하여 수신되는 900 MHz의 지에스엠(GSM) 방식 신호를 수신

(RX)하는 동시에 2100 MHz의 WCDMA 방식 유엠티에스(UMTS) 신호를 모니터(MONITOR) 한다.

상기 첨부된 도3 과 도6을 참조하여, 노멀모드(NORMAL MODE) 운용상태에서,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UE)가 900

MHz 대역의 지에스엠(GSM) 방식 신호를 송신(TX)하는 경우, 상기 제어신호를 VC_A, VC_B, VC_C, VC_D의 순서로 표

시하면 각각 "1, X, OFF, 0"의 값이 된다.

상기 송신(TX) 상태에서는, 제1 스위치부(120)에 인가되는 제어신호 VC_D 의 값이 수신(RX) 상태와 차이나는 것으로, 0

의 값임을 알 수 있다.

즉, 제1 스위치부(120)는, 제어부(190)로부터 로우레벨(LOW LEVEL)의 디지털 0 값을 갖는 제어신호를 인가 받으므로

D2 경로를 설정하고, 900 MHz 지에스엠(GSM) 송신(TX) 신호를 듀플렉서부(110)를 경유하여, 상기 제1 안테나부(100)

에 인가하므로 무선송신한다.

상기 스위치모듈부(140)를 구성하는 제2 스위치부(150)와 제3 스위치부(160)와 제4 스위치부(170)는 수신(RX) 상태와

동일하게 제어되므로,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며, 상기 지에스엠(GSM) 방식 이동통신 신호를 송신하면서도 2100

MHz 대역의 WCDMA 방식에 의한 유엠티에스(UMTS) 신호를 수신하여 모니터(MONITOR) 한다.

즉, 상기 지에스엠(GSM) 방식 신호를 송신(TX) 또는 수신(RX)하는 경우에도 유엠티에스(UMTS) 방식 신호를 모니터

(MONITOR) 하여, 이동성에 의한 핸드오버(HAND-OVER)의 필요가 있는지 등등을 판단 처리한다.

다른 일 실시 예에 의한 것으로, 상기 첨부된 도3 과 도6을 참조하여, 노멀모드(NORMAL MODE) 운용방식에서의 1800

MHz 대역 디시에스(DCS) 신호 수신(RX) 동작을 설명하면, 상기 각각의 제어신호 VC_A, VC_B, VC_C, VC_D는 "0, 1,

OFF, X"의 값이 된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제1 스위치부(120) 제어신호 VC_D 값은, 상기 제1 스위치부가 어떠한 상태로 제어되어도 관계없

는 DON'T CARE의 X 값으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에서 1800 MHz 대역의 신호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900 MHz 대역의

지에스엠 방식 신호를 처리하지 않는 상태를 표시한다.

상기 스위치모듈부(140)의 제2 스위치부(150)에 인가되는 제어신호 VC_A 값은 로우레벨의 0 이므로 A2 경로를 설정하

며, 스위치모듈부(140)의 제3 스위치부(160)는 제어신호 VC_C 값은 OFF 이므로 경로(PATH)를 설정하지 못하고, 상기

스위치모듈부(140)의 제4 스위치부(170)에 인가되는 제어신호 VC_B 값이 하이레벨의 1 이므로 B1 경로를 설정한다.

즉,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UE)는, 제1 안테나부(100)로부터 수신되는 모든 대역의 무선신호를 상기 듀플렉서부(110)

를 통하여 제1 스위치부(120)와 스위치모듈부(140)의 제2 스위치부(150)에 각각 인가하고, 상기 제1 스위치부(120)로 입

력되는 수신신호는 무시하여 처리하지 않으며, 제2 스위치부(150)로 입력되는 수신신호는 경로 A2를 통하여 제4 스위치

(170)에 출력한다.

상기 제4 스위치(170)는 설정된 경로 B1을 통하여 제2 스위치부(150)로부터 입력되는 수신(RX)신호를 1800 MHz 대역

의 디시에스(DCS) 수신(RX) 기능부에 인가하므로 수신처리한다.

상기 디시에스(DCS) 신호 수신(RX) 처리하는 동안에, 유엠티에스(UMTS) 방식 신호의 모니터는, 기지국(RAN)의 컴프레

스 모드(COMPRESS MODE)를 이용한다.

상기 첨부된 도3 과 도6을 참조하여, 노멀모드(NORMAL MODE) 운용상태에서, 1800 MHz 대역의 디시에스(DCS) 방식

신호 송신(TX) 경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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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신호를 VC_A, VC_B, VC_C, VC_D의 순서로 표시하면 각각 "0, 0, OFF, X"의 값이 된다.

상기 디시에스 방식 신호 송신(TX) 상태에서는, 제1 스위치부(120)에 인가되는 제어신호 VC_D 의 값이 DON'T CARE의

X 값임을 알 수 있고, 듀얼모드 휴대단말기(UE)에서는 지에스엠 신호 송신(TX) 기능부와 수신(RX) 기능부를 운용하지 않

는다.

상기 스위치모듈부(140)를 구성하는 제2 스위치부(150)와 제4 스위치부(170)는 제어부(190)로부터 로우레벨의 디지털 0

값에 해당하는 제어신호를 인가 받으므로, 각각 A2 경로와 B2 경로를 설정하며, 상기 B2 경로에 연결되는 1800 MHz 대

역의 디시에스 송신(TX) 신호는 상기 듀플렉서부(110)를 통하여 상기 제1 안테나부(100)에 출력되므로 무선송신된다.

상기의 송신(TX) 과정에서도, 상기 기지국(RAN)이 컴프레스 모드로 운용되는 경우에 유엠티에스(UMTS) 방식 신호를 모

니터(MONITOR) 하여, 이동성에 의한 핸드오버(HAND-OVER)의 필요가 있는지 등등을 판단 처리한다.

또, 다른 일 실시 예로, 상기 도3 과 도6을 참조하여, 유엠티에스 방식 신호의 송수신을 위한 각 스위치부 제어상태를 설명

한다.

상기 유엠티에스(UMTS) 신호는 WCDMA 방식에 의한 것으로, 하나의 경로(PATH)를 통하여 송신(TX) 신호와 수신(RX)

신호가 동시 전송되므로, 한번의 제어에 의하여 각 스위치부가 설정한 경로를 이용하여 송수신을 동시 처리한다.

상기 제어부(190)로부터 유엠티에스 신호 송수신을 위하여 출력되는 경로설정의 제어신호는, VC_A, VC_B, VC_C, VC_

D의 순서로 표시하면 각각 "1, X, OFF, 1"의 값이 된다.

상기 제어신호에 의하면, 제1 스위치부(120)에 인가되는 제어신호 VC_D 의 값이 하이레벨의 디지털 1 값이므로 D1의 경

로가 설정되고, 상기 제1 안테나부(100)가 무선수신하고 듀플렉서부(110)를 경유한 신호는, 상기 설정된 D1 경로를 통하

여 지에스엠 수신(RX) 기능부에 인가된다.

상기와 같이 수신되는 지에스엠 신호는 해당 분석 및 처리를 통하여 이동성을 위한 핸드오버 처리 등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다.

상기 제2 스위치부(150), 하이레벨의 디지털 1 값을 갖는 제어신호에 의하여 A1의 경로를 설정하고, 제4 스위치부는, 어

떠한 값으로 제어되어도 처리하지 않는 DON'T CARE 의 X 값이 인가된다.

따라서, 상기 제1 안테나부(100)는 듀플렉서부(110)를 경유하여 유엠티에스의 WCDMA 송수신 신호를 처리하는 기능부

에 접속된다.

즉, 상기 A1 경로를 통하여 유엠티에스 방식 신호를 송수신하는 동시에 900 MHz의 지에스엠 방식 신호를 수신하여, 이동

성을 위한 핸드오버 등을 처리한다.

상기와 같은 노멀(NORMAL) 모드는, 종래 기술과 동일하게 기지국(RAN)의 컴프레스 모드(COMPRESS MODE)를 필요

로 한다.

이하, 상기 첨부된 도7과 도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스위치부의 제어방식인 모니터 모드 운용상태를 상세히 설명한

다.

상기 본 발명에 의한 모니터 모드(MONITOR MODE)에서, 900 MHz 지에스엠 방식 신호를 송수신하는 각 스위치부 제어

신호는, 상기 노멀모드(NORMAL MODE)와 동일하므로, 중복 설명을 피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의한 모니터 모드에서, 일 실시 예로, 디시에스의 1800 MHz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제

어부(190)로부터 출력되는 경로설정 제어신호는, VC_A, VC_B, VC_C, VC_D의 순서로 표시하면 각각 "1, 1, 0, 1"의 값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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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스위치부(120)는, 하이레벨의 디지털 1 값을 제어신호 VC_D로 인가 받으므로, D1 경로를 설정하고, 상기 제1

안테나부(100)로부터 듀플렉서부(110)를 통하여 수신되는 무선신호를, 900 MHz의 지에스엠 방식 수신신호 처리 기능부

에 인가한다.

상기 스위치모듈부(140)의 제2 스위치부(150)는, 하이레벨의 디지털 1 값을 제어신호 VC_A로 인가 받으므로, A1 경로를

설정하고, 상기 제1 안테나부(100)로부터 듀플렉서부(110)를 통하여 수신되는 무선신호를, 2100 MHz의 WCDMA 방식

유엠티에스 기능부에 인가한다.

상기 스위치모듈부(140)의 제3 스위치부(160)는, 로우레벨의 디지털 0 값을 제어신호 VC_C로 인가받고 C2 경로를 설정

하여, 상기 제2 안테나부(130)와 제4 스위치부(170)의 경로를 설정한다.

상기 제4 스위치부(170)는, 상기 제어부(190)로부터 하이레벨의 디지털 1 값을, 제어신호 VC_B로 인가받고 B1 경로를

설정하므로, 상기 제3 스위치부(160)로부터 인가되는, 상기 제2 안테나부(130)의 수신신호를 1800 MHz의 디시에스 수

신 기능부에 인가한다.

즉, 상기와 같은 스위치부 경로설정에 의하여, 1800 MHz 디시에스 신호를 수신하는 상태에서도 2100 MHz의 WCDMA

방식의 유엠티에스 신호와 900 MHz의 지에스엠 방식 신호를 수신하여 모니터한다.

다른 일 실시 예로, 상기 구성의 본 발명에 의한 모니터 모드에서, 디시에스의 1800 MHz 신호를 송신하는 경우, 상기 제어

부(190)로부터 출력되는 경로설정 제어신호는, VC_A, VC_B, VC_C, VC_D의 순서로 표시하면 각각 "1, 0, 0, X"의 값이

된다.

상기 디시에스 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와 수신하는 경우의 차이는, 제1 스위치부(120)와 제4 스위치부(170)에 인가되는 제

어부(190)의 스위칭 제어신호이고,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상기 제어신호의 차이 부분만을 설명하면, 제1 스위치부

(120)에 인가되는 스위칭 제어신호 VC_D가 DON'T CARE를 나타내는 X 값이고, 제4 스위치부(170)에 인가되는 스위칭

제어신호 VC_B는 로우레벨의 디지털 0 값이다.

즉, 상기와 같은 구성에서는, 1800 MHz의 디시에스 송신(TX) 신호를 B2 경로를 통하여 제3 스위치부(160)의 C2 경로에

인가하고, 상기 제2 안테나부(130)를 통하여 무선송신하는 동시에, 900 MHz의 지에스엠 방식 신호는 처리하지 않으며,

2100 MHz의 WCDMA 방식 유엠티에스 신호는 계속 수신하여 모니터한다.

또한, 다른 일 실시 예로, 2100 MHz의 WCDMA 방식 유엠티에스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는 경우는, 상기 1800 MHz의 디

시에스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와 동일한 상태의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어부(190)로부터 인가 받는다.

즉, 상기와 같이 WCDMA 방식 유엠티에스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는 경우에 제어부(190)로부터 출력되는 경로설정 제어

신호는, VC_A, VC_B, VC_C, VC_D의 순서로 표시하면 각각 "1, 1, 0, 1"의 값이고, 상기 디시에스(DCS) 신호 수신(RX)

상태와 동일하므로, 중복 설명을 피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감지부(180)는, 제1 안테나부(100)로부터 출력되는 고주파 신호를 감지 분석하므로, 상기 제1 안테나부(100)

가 파손되거나, 기능이 약화되어 수신되는 무선신호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감지부(180)의 판단결과, 상기 제1 안테나부(100)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신호를 제어부

에 출력하여, 상기 제2 안테나로 절체하므로, 유엠티에스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 운용을 확보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은, 기지국(RAN)을 컴프레스 모드로 운용하지 않고도, 유엠티에스 신호를 송신과 수신하는 상

태에서 지에스엠 방식과 디시에스 방식의 신호를 모니터하고, 또한, 디시에스 신호를 수신하는 상태에서 지에스엠 방식과

유엠티에스 방식 신호를 모니터하는 장점이 있다.

이하, 상기 첨부된 도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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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모드 휴대단말기에 의하여 고주파 신호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 스위치를 노멀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에 테이블2에 의하

여 스위칭 운용 처리하는 것으로,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가 고주파 안테나 스위치부를 노멀(NORMAL) 모드(MODE)로

운용하는지 판단하는 과정(S100); 상기 과정(S100)에서 고주파 안테나 스위치부를 노멀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제어

신호를 테이블 2에 의하여 분석하고 스위칭 운용 처리하는 과정(S110)으로 이루어지는 노멀과정과,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가 안테나 스위치부를 모니터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는 테이블3에 의하여 스위칭 운용 처리하는

것으로, 고주파 안테나 스위치부를 모니터(MONITOR) 모드(MODE)로 운용하는지 판단하는 과정(S120); 상기 과정

(S120)에서 고주파 안테나 스위치부를 모니터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제어신호를 테이블 3에 의하여 분석하고 스위

칭 운용 처리하는 과정(S130)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 과정과,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가 안테나부의 파손을 감지하면 제2 안테나부로 절체하여 운용 처리하는 것으로,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가 메인(MAIN))으로 사용하는 제1 안테나부(100)가 파손되어 수신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

(S140); 상기 과정(S140)에서 안테나부의 파손에 의하여 수신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2 안테나부(130)로 절체

운용하는 과정(S150)으로 이루어지는 절체과정으로 구성된다.

이하,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의한 것으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UE)는, 각 스위칭부를 노멀모드(NORMAL MODE)로 운용할 것인지 판단하고(S100), 상기 판

단(S100)에서 각 스위칭부(120, 150, 160, 170)를 노멀모드로 운용하는 경우, 상기 첨부된 도6에 도시된 테이블 2에 의하

여 지에스엠 방식 송신 및 수신과, 디시에스 방식 송신 및 수신과, 유엠티에스 방식 운용을 위한 스위칭 운용 처리한다

(S110).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UE)는, 각 스위칭부를 모니터 모드(MONITOR MODE)로 운용할 것인지 판단하고(S120), 상기

판단(S120)에서 각 스위치부를 모니터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에, 상기 첨부된 도7에 도시된 테이블 3에 의하여 지에스엠

방식 송신 및 수신과, 디시에스 방식 송신 및 수신과, 유엠티에스 방식 운용을 위한 스위칭 운용 처리한다(S130).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는, 감지부(180)를 이용하고, 메인(MAIN) 안테나로 설정 사용하는 제1 안테나(100)의 수신신

호를 검출 분석하므로, 파손되어 수신신호가 검출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게 수신되는지를 판단하고

(S140), 상기 판단(S140)에서 제1 안테나(100)가 파손된 것으로 판단되면, 제2 안테나(130)로 절체 운용하여, 2100 MHz

대역의 유엠티에스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S150).

즉,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의한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는, 선택에 의하여 종래와 같이 기지국의 컴

프레스 모드를 이용하는 노멀모드로 설정 운용하거나 또는, 기지국이 컴프레스 모드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지

에스엠 방식과 디시에스 방식과 유엠티에스 방식의 특정 방식으로 통신진행 중에 다른 방식의 신호를 모두 모니터 할 수

있는 모니터 모드를 설정 운용한다.

따라서, 기지국이 컴프레스 모드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영역 또는 셀 커버리지를 확장하며 시스템의 사용효율을 높

이고, 기지국 전송신호의 신호대잡음비를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메인으로 사용하는 외장 안테나가 파손되는 경우, 내장된 안테나로 절체하여 유엠티에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므

로 신뢰도를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은,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에 외장 안테나와 내장안테나를 구비하고, 외장 안테나가 파손되는 경

우, 내장안테나로 절체하여 유엠티에스 통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산업적 이용효과가 있다.

또한, 기지국을 컴프레스 모드로 운용하지 않으므로, 기지국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효율을 높이는 산업적 이용효과가

있다.

또한,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신호의 신호대잡음비를 높이어 통신감도를 제고하고 이동통신 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

는 사용상 편리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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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에스엠 방식과 디시에스 방식과 유엠티에스 방식의 고주파 신호를 무선 송수신하는 제1 안테나부와,

상기 제1 안테나부에 접속하고, 지에스엠 방식 신호를 제1 경로로 전송하며, 디시에스를 포함하는 유엠티에스 방식 신호

를 제2 경로로 전송하는 듀플렉서부와,

상기 듀플렉서부의 제1 경로에 접속하고 지에스엠 방식 고주파 신호의 송신경로와 수신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제1 스위

치부와,

상기 듀플렉서부의 제2 경로에 접속하고 해당 제어에 의하여 유엠티에스 방식 신호와 디시에스 방식 신호 전송경로를 스

위칭 설정하는 스위치모듈부와,

상기 스위치모듈부에 접속하여 유엠티에스 방식과 지에스엠 방식과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를 무선송수신하는 제2 안

테나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안테나와 제2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되는 고주파 신호세기를 각각 감지하여 출력하는 감지부와,

상기 감지부와 접속되고 상기 제1 스위치부와 스위치모듈부의 스위칭 접속 상태를 제어하는 제어부가 더 포함되어 이루어

지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모듈부는,

상기 듀플렉서부의 제2 경로에 접속하고, 제어신호에 의하여 유엠티에스와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의 전송경로를 스위

칭 설정하는 제2 스위치부와,

상기 제2 안테나에 접속하고, 제어신호에 의하여 유엠티에스와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의 전송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제3 스위치부와,

상기 제2 스위치부와 제3 스위치부에 접속하고, 제어신호에 의하여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의 송신경로와 수신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제4 스위치부로 이루어지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청구항 4.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부는,

각 안테나부를 감시하여 고주파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감시결과 신호를 제어부에 출력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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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제1 스위치부를 제어하여 지에스엠 방식 고주파 신호의 송신경로와 수신경로를 스위칭 설정하고, 제2 스위치부를 제어하

여 유엠티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와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의 전송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며, 제3 스위치부를 제어하여

제2 안테나부의 유엠티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와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 전송경로를 스위칭 설정하고, 제4 스위치부를

제어하여 디시에스 방식 고주파 신호의 송신경로와 수신경로를 스위칭 설정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청구항 6.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감지부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분석하여 제1 안테나부가 고주파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제2

안테나부를 이용하여 유엠티에스 방식 통신을 하도록 제어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

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장치.

청구항 7.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에 의하여 고주파 신호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 스위치를 노멀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에 테이블2에 의하

여 스위칭 운용 처리하는 노멀과정과,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가 안테나 스위치부를 모니터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는 테이블3에 의하여 스위칭 운용 처리하는

모니터 과정과,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가 안테나부의 파손을 감지하면 제2 안테나부로 절체 운용 처리하는 절체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방법.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노멀과정은,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가 고주파 안테나 스위치부를 노멀 모드로 운용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고주파 안테나 스위치부를 노멀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제어신호를 테이블 2에 의하여 분석하고 스위

칭 운용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방법.

청구항 9.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 과정은,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가 고주파 안테나 스위치부를 모니터 모드로 운용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고주파 안테나 스위치부를 모니터 모드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제어신호를 테이블 3에 의하여 분석하고 스

위칭 운용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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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절체과정은,

상기 듀얼모드 휴대단말기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제1 안테나부가 파손되어 수신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과

정과,

상기 과정에서 안테나부의 파손에 의하여 수신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2 안테나부로 절체 운용하는 과정으로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모드 휴대단말기의 안테나 스위치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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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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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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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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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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