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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IS-95A/B 보코더에 관한 것으로, DSP에 의한 음성호 처리와 저속 데이터 서비스 처리뿐만 아니라 고속 

데이터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기지국의 TDM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스위칭

되어, 시분할 다중화된 고속 패킷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병렬로 변환하는 TDM스위치와; 버퍼제어신호에 의해, 상

기 TDM스위치를 통해 병렬로 변환된 데이터를 일시 저장한후, 소정 시간 지연하여 출력하는 지연수단과; 상기 기지

국의 TDM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상기 지연수단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의 버퍼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지연수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시리얼포트를 통해 입력받아 디지

탈신호처리한후, 이를 TDM 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병렬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디에스피를 포함하여 구성한

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동기식 이동통신 시스템의 망 구성도를 보인 개략도.

도2는 종래 IS-95A/B 서비스를 위한 보코더 블록의 구성을 보인도

도3은 종래 IS-95A 보코더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4는 본 발명 종래 IS-95A 보코더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5는 도4에 있어서,시분할 다중화된 데이터의 모습을 보인 개략도.

도6은 도4에 있어서, TDM프레임지연버퍼의 동작을 보인 예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4-1:패러럴포트 4-2:디에스피

4-3:시리얼포트 4-4:TDM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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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TDM프레임지연버퍼 4-7:TDM프레임지연버퍼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시스템의 내부 자원관리 및 호처리 경로를 단순화하도록 한 

IS-95A/B 보코더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IS-95B는 IS-95A PCS 전송속도인 14.4Kbps에 비해 최대 4~8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데, 즉, IS-95B

에서는 서킷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64Kbps, 패킷 데이터 서비스는 115.2Kbps의 전송속도를 지원한다.

또한 상기 IS-95B는 기존 IS-95A가 하나의 무선 채널만을 이용하는데 비해 최대 8개의 무선채널을 동시에 할당하는

식으로 더욱 빠른 데이터 전송을 실현하게 된다.

도1은 동기식 이동통신 시스템의 망 구성도를 보인 개략도로서,디지탈 이동통신 시스템은, 이동가입자와 유선가입자

간 음성호(Mobile to Land, Land to Mobile)의 경우, 각 단말기는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압축된 디지탈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게 되며, 이 압축된 음성데이터는 보통 기지국 제어기내의 보코더(1-1)에 의해 PCM 데이터로 변

환되어 MSC/PSTN망으로 접속하게 된다.

상기 PCM으로 변환된 음성 데이터는, MSC에 의해, 경로가 스위칭되어, 해당 유선가입자가 정합되어 있는 교환기측

으로 전송되며, 수신되는 음성호는, 각 보코더 블록에서, 상기와 반대의 동작을 수행한다.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가, 음성호외에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에, IS-95A/B 가입자인 경우, 기존 2세대망 구

성 요소인 회로 경로를 통해 시분할 교환기능의 MSC(1-2) 및 데이터 정합용 IWF(1-4)를 경유하여 데이터망에 접속

하게 되며, IS-95C 가입자인 경우, 새로운 BSC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패킷 경로를 통해 PDSN(Packet Data Service

Node)(1-3)를 경유하여 데이터망에 접속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2/2.5세대간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망구성 방법이 상이하지만, IS-95C망에서도 기존의 IS-95A/9

5B 가입자에 대한 호환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도2는 상기 IS-95A/B 서비스를 위한 보코더 블록의 구성을 보인도로서, 초기 IS-95A만 고려되는 경우, 보코더 블록

은, 기지국(MSC:이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의 품질에 대한 파워를 제어함과 아울러, 소프트(Soft) 핸드/오

프(Hand/Off) 제어시의 선택 기능을 수행하는 씨피유(2-2)와; 실재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음성 패킷 데이터를 PCM

데이터로 디코딩하는 디에스피 (2-3)로 구성한다.

IS-95B는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상기 보코더 블록에,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의 품질에 대한 파

워를 제어함과 아울러, 소프트(Soft) 핸드/오프(Hand/Off) 제어시의 선택 기능을 수행하는 씨피유(2-5)와; 상기 씨피

유(2-5)에 정합되어, 고속의 ISLP 프로토콜 처리를 수행하여 MSC-IWF 경로를 통해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IL

SP씨피유(2-6)로 구성한다.

초기, 디지탈 이동통신은, 보코더 블록에서, 주로 이동가입자의 음성서비스에 대한 기능 제공을 위한 구성(2-2),(2-3

)으로 이루어졌다.

점차,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짐에 따라, 기존 보코더 블록 에, 음성호시, 음성압축/해제 기능을 수행

하는 대신에, 기지국이외의 데이터 송수신을 신뢰성 있게 송수신하기 위한 ISLP(Inter System Link Protocol)라는 

프로토콜 처리를 디에스피(DSP:Digital Signal Processor)(2-3)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여러개의 무선채널을 하나의 이동가입자가 사용하면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IS-95

B기술이 나타나면서, 이를 위한 디에스피 동작이 성능적으로 따라가질 못하게 되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위

하여 상기 도2의 보코더 블록에,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의 품질에 대한 파워를 제어함과 아울러, 소프트(Soft)

핸드/오프(Hand/Off) 제어시의 선택 기능을 수행하는 씨피유(2-5)와 상기 씨피유(2-5)에 정합되어, 고속의 ISLP 프

로토콜 처리를 수행하여 MSC-IWF 경로를 통해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ILSP씨피유(2-6)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IS-95B 가입자가 음성호를 할 경우, IS-95A용 보코더 블록의 디에스피(2-3) 부분을 경유하여 음성통화

를 수행하고, IS-95B 고유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씨피유(2-5)에 정합되어 있는 ISLP전용 씨피유(2-

6) 및 기지국-IWF 경로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때, 도3은 종래 IS-95A 음성호 및 데이터 서비스 장치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로서, IS-95A용 음성호 및 데이터 서

비스는, 기존의 보코더내의 디에스피(3-2)를 이용하여, 기지국에서 출력되는 시분할 다중화된 데이터를 TDM스위치(

3-4)를 통해 시리얼 포트(3-3_로 입력받아 디지탈 신호처리하여 이를 패러럴포트(3-1_를 통해 출력하고, IS-95B고

속 데이터 서비스는, 디에스피를 사용하는 방법의 몇가지 제한 사항 때문에 IS-95B 전용의 데이터 서비스 블록이 추

가된다.

여기서, 상기 디에스피를 사용하는 경우의 제한 사항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속 데이터 처리용 ISLP프로토콜 처리를 디에스피에서 수행함에 따라, 그 디에스피의 성능을 크게 요구하게 

되는데, 즉 TDM 채널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의 특성상, 디에스피가 시리얼 포트에 대한 응답성(실시간성)을 전제해야

되므로, 디에스피 내부 스위칭 동작을 제 성능만큼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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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디에스피를 사용하여 프로토콜 처리를 함에 따라,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에 대한 버퍼링 기능이 없으므

로, 동기 클럭의 지터등에 의한 비트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비트에러를 제거하기 위하여 IS-95B에서는 전용

의 ISLP용 씨피유를 가지는 블록이 별도로 설치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같이, IS-95A 음성호 및 저속 데이터 서비스용 보코더 블록과 IS-95B용 고속 데이터 서비스용 

블록을 별도로 구성함으로 인하여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시스템 내 자원관리 및 형상관리의 문제, 이는 가입자 서비스 측면과는 무관한 부분이나, 유한한 MSC 정합 자

원하에서 IS-95A용 보코더 블록 및 고속 데이터 서비스용 블록이 존재함으로써, 시스템 내 호처리시 자원관리 및 할

당의 어려움과 시스템 확장의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모든 음성호는 IS-95A 보코더 블록을 거쳐야 하나, 만약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기존 IS-95A의 

씨피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가입자 서비스 측면과 관련하여, IS-95A용 블록과 IS-95B용 블록이 분리되어 존재함으로써, IS-95B 가입

자가 음성호와 고속 데이터를 동시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이전에 설정된 셀렉터 자원

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음성용 디에스피와 IS-95B전용 씨피유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별도의 씨피유 추가 없이도, DSP에 의한 음성호 처

리와 저속 데이터 서비스 처리뿐만 아니라 고속 데이터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IS-95A/B 보코더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기지국의 TDM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스위칭되어, 시분할 다중화된 

고속 패킷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병렬로 변환하는 TDM스위치와; 버퍼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TDM스위치를 통해 

병렬로 변환된 데이터를 일시 저장한후, 소정 시간 지연하여 출력하는 지연수단과; 상기 기지국의 TDM프레임 동기

신호에 의해, 상기 지연수단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제어수단

의 버퍼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지연수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시리얼포트를 통해 입력받아 디지탈신호처리한후, 이를 T

DM 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병렬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디에스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IS-95A/B 보코더에 대한 실시예의 작용 및 효과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4는 본 발명 보코더의 구성을 보인 실시예의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기지국의 TDM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스위칭되어, 시분할 다중화된 고속 패킷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병렬로 변환하는 TDM스위치(4-4)와; 버퍼제

어신호에 의해, 상기 TDM스위치(4-4)를 통해 병렬로 변환된 데이터를 일시 저장한후, 소정 시간 지연하여 출력하는 

TDM프레임지연버퍼(4-6)와; 상기 기지국의 TDM 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상기 TDM프레임지연버퍼(4-6)의 데이

터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제어신호를 출력하는 TDM프레임지연버퍼제어부(4-7)와; 상기 TDM프레임지연버

퍼제어부(4-7)의 버퍼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TDM프레임지연버퍼(4-6)로부터 데이터를 시리얼포트(4-3)를 통해 입

력받아 디지탈신호처리한후, 이를 TDM 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병렬 데이터로 변환하여 패러럴포트(4-1)로 출력하

는 디에스피(4-2)로 구성하며,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기지국(미도시)의 도5의 (a)와 같은 고속 패킷 데이터를 시분할 다중화시켜 도5의 (b)와 같이 출력하면, TDM

스위치(4-4)는, 상기 도5의 (b)와 같은 시분할 다중화된 고속 패킷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상기 기지국에서 출력되

는 TDM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스위칭하여 병렬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때, TDM프레임지연버퍼(4-6)는, 상기 TDM스위치(4-4)로부터 병렬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TDM프레임지연버

퍼제어부(4-7)의 버퍼제어신호에 의해 일시 저장하였다가 출력한다.

즉, TDM프레임지연버퍼제어부(4-7)는, 상기 기지국의 TDM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상기 TDM프레임지연버퍼(4-

6)의 데이터 라이트 및 리드를 제어하기 위한 버퍼제어신호를 TDM프레임지연버퍼(4-6)에 인가하고, 이에 따라 상기

TDM프레임지연버퍼(4-6)는 버퍼제어신호에 의해 병렬 데이터를 일시 저장시키다가 출력한다.

상기 버퍼제어신호는, 디에스피(4-2)의 동작에 따라 가변적인 데이터 리드 포인터(Data Read Pointer)와 데이터 라

이트 포인터(Data Write Pointer)로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 리드 포인터(Data Read Pointer)와 데이터 라이트 포인

터(Data Write Pointer)는, 도6과 같이 서로 일정 시간 간격 만큼 지연되어 데이터 라이트 동작과 데이터 리드 동작을

소정 지연시킨다.

상기 데이터 라이트 포인터(Data Write Pointer)와 데이터 리드 포인터(Data Read Pointer)는, 기지국의 TDM 프레

임 동기신호에 동기되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상기 디에스피(4-2)는 상기 TDM프레임지연버퍼(4-6)로부터 데이터를 시리얼 포트(4-3)를 통해 입력받

아 디지탈 신호처리한후, 이를 TDM 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병렬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디에스피(4-2)는 내부 프로토콜 처리동작과 데이터 리드 부분의 실시간성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디에스피(4-2) 

내부 스위칭 동작을 단순화할 수 있게 되므로 디에스피 성능의 남는 부분을 고속 데이터 서비스용 ISLP 프로토콜 처

리에 사용한다.

즉, 상기 TDM프레임지연버퍼(4-6)는 데이터 라이트 포인터(Data Write Pointer)와 데이터 리드 포인터(Data Read 

Pointer)의 위치를 소정 거리를 두어 데이터 쓰기/읽기 부분에 지연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디에스피 동작에 유연성을 

준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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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본 발명은 TDM스위치와 디에스피 사이에 실시간성을 줄여주는 TDM프레임지연버퍼를 사용하여, 디에

스피가 항상 TDM스위치의 동작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고, 슬립 발생시에도 비트유실등을 최소화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기존의 IS-95A용 보코더 블록에 일부 하드웨어 동작 부분을 추가함으

로써, DSP에 의한 저속 데이터 서비스 및 음성호 압축/비압축 기능뿐 아니라, 고속 IS-95B용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수용하게 함으로써, 셀렉터/보코더 부분의 자원관리의 효율성 및 호처리의 단순화, IS-95B 이동 가입자에 대한 동시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동통신기지국과의 클럭 지터 발생에 의한 비트 에러 발생을 동시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지국의 TDM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스위칭되어, 시분할 다중화된 고속 패킷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병렬로 변환

하는 TDM스위치와;

버퍼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TDM스위치를 통해 병렬로 변환된 데이터를 일시 저장한후, 소정 시간 지연하여 출력하

는 지연수단과;

상기 기지국의 TDM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상기 지연수단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제어신호를 출력

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의 버퍼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지연수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시리얼포트를 통해 입력받아 디지탈신호 처

리한후, 이를 TDM 프레임 동기신호에 의해 병렬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디에스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S-95A/B 보코더.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버퍼제어신호는, 상기 디에스피의 동작에 따라 가변적인 데이터 리드 포인터와 데이터 라이트 포인

터로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 리드포인터와 데이러 라이트 포인터는 서로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어 데이터 라이트 동

작과 데이터 리드 동작을 소정 지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S-95A/B 보코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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