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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에 있어서 이중대역 안테나를 이용하여 GPS 및 DMB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DMB 및 GPS 서비스 수신용 이동통신 단말은, CDMA 신호 또는 DMB(Digital Mutimedia

Broadcasting) 신호를 수신하는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 상기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에서 수신된 CDMA

신호 또는 DMB 신호를 분기하는 제1수단, DMB 신호 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수신하는 DMB-

GPS 이중대역 안테나, 상기 DMB-GPS 이중대역 안테나에서 수신된 DMB 신호 또는 GPS 신호를 분기하는 제2수단, 상기

제1수단 및 상기 제2수단으로부터 분기된 DMB 신호 중에서 신호 품질이 더 좋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DMB 칩

셋, 상기 제1수단 및 상기 제2수단으로부터 분기된 CDMA 신호와 GPS 신호를 베이스밴드(Base Band)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수신 칩셋, 및 상기 무선수신 칩셋에서 변환된 베이스밴드 신호 및 상기 DMB 칩셋에서 선택적으로 출력되는 DMB 신

호를 전달받아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에 이용할 데이터를 처리하는 MSM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

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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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신호 또는 DMB(Digital Mutimedia Broadcasting) 신호를 수신하는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

상기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에서 수신된 CDMA 신호 또는 DMB 신호를 분기하는 제1수단;

DMB 신호 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수신하는 DMB-GPS 이중대역 안테나;

상기 DMB-GPS 이중대역 안테나에서 수신된 DMB 신호 또는 GPS 신호를 분기하는 제2수단;

상기 제1수단 및 상기 제2수단으로부터 분기된 DMB 신호 중에서 신호 품질이 더 좋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DMB 칩셋;

상기 제1수단 및 상기 제2수단으로부터 분기된 CDMA 신호와 GPS 신호를 베이스밴드(Base Band)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

수신 칩셋; 및

상기 무선수신 칩셋에서 변환된 베이스밴드 신호 및 상기 DMB 칩셋에서 선택적으로 출력되는 DMB 신호를 전달받아 응

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에 이용할 데이터를 처리하는 MSM을 포함하는 DMB 및 GPS 서비스 수신용 이동통신

단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수단으로부터 출력된 GPS신호는 BPF(Band Pass Filter)에 의해 대역 통과되어 상기 무선수신 칩셋으로 입력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B 및 GPS 서비스 수신용 이동통신 단말.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수단은 입력되는 모드선택 제어신호에 따라 CDMA 신호 또는 DMB 신호를 분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B

및 GPS 서비스 수신용 이동통신 단말.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수단은 입력되는 모드선택 제어신호에 따라 DMB 신호 또는 GPS 신호를 분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B 및

GPS 서비스 수신용 이동통신 단말.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수단 및 제2수단은 다이플렉서(diplex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B 및 GPS 서비스 수신용 이동통신 단말.

청구항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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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용 단말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에 있어서 이중대역 안테나를 이용

하여 GPS 및 DMB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에 관한 것이다.

DMB(Digital Mutimedia Broadcasting)는 고화질의 영상과 CD수준의 음악을 이동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는

방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최대 7인치 화면에서 고품질의 이동 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DMB 서비스는 전송매체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구분된다. 지상파 DMB는 현재 비어 있는 VHF 12번 채널을

이용해 이동수신용 멀티미디어 방송을 하는 개념이고, 위성 DMB는 지상파 DMB와는 달리 위성체를 이용해 방송을 하며

수신률이 낮은 도심지역은 갭필러라는 일종의 중계기를 활용해 수신하는 방식이다.

상기 위성 DMB는 현재의 이동통신 기술과 병합되어 이동통신 단말을 통해 DMB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도 1은 이동통신용 단말에서 CDMA 신호와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종

래기술에 따른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종래기술은 이동통신용 단말을 통해 CDMA 통신과 DMB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11)와 DMB 안테나(12)를 별도로 구비한다.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11)에서 수신된 신호는 모드선택 제어신호에 따라서 다이플렉서(diplexer, 13)에 의해 선

택적으로 스위칭되어, CDMA 신호는 CDMA RF 경로(14)를 거쳐 RFR 칩셋(17)으로 입력되고, DMB 신호는 제1 DMB RF

경로(15)를 거쳐 DMB 칩셋(18)으로 입력된다. 한편, 상기 DMB 안테나(12)에서 수신된 DMB 신호는 제2 DMB RF 경로

(16)를 거쳐 상기 DMB 칩셋(18)에 입력된다. 상기 DMB 칩셋(18)은 무선 감도가 더 좋은 경로로부터 입력된 DMB 신호를

선택하게 된다.

한편, 이동통신 단말로 DMB 방송수신뿐만 아니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11)를 CDMA-DMB-GPS 삼중대역 안테나로 하고, SP3T 스위치 등을 이용하여 3중 스위

칭을 하거나, GPS 안테나를 단독적으로 장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삼중대역 안테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57GHz 대역의 GPS 신호와 824MHz ~ 896MHz 대역

의 CDMA 신호 간의 1차 간섭신호가 2.39GHz ~ 2.47GHz 대역에 위치하여 2.6GHz 대역의 DMB 위성 신호에 영향을 미

치며, CDMA 신호와 DMB 위성 신호 간의 1차 간섭신호가 1.78GHz ~ 1.70GHz 대역에 위치하여 1.57GHz 대역의 GPS

신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GPS 안테나를 단독적으로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이동통신 단말에 3개의 안테나가 상호 공존해야 하

기 때문에 무선감도 상에 서로 방해되는 다이폴(dipole) 역할을 하게 되어 무선 감도의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단말에

있어서 이중대역 안테나를 이용하여 GPS 및 DMB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통신용 단말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발명의 개요

본 발명에 따른 DMB 및 GPS 서비스 수신용 이동통신 단말은, CDMA 신호 또는 DMB(Digital Mutimedia Broadcasting)

신호를 수신하는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 상기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에서 수신된 CDMA 신호 또는 DMB

신호를 분기하는 제1수단, DMB 신호 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수신하는 DMB-GPS 이중대역 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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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DMB-GPS 이중대역 안테나에서 수신된 DMB 신호 또는 GPS 신호를 분기하는 제2수단, 상기 제1수단 및 상기

제2수단으로부터 분기된 DMB 신호 중에서 신호 품질이 더 좋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DMB 칩셋, 상기 제1수단

및 상기 제2수단으로부터 분기된 CDMA 신호와 GPS 신호를 베이스밴드(Base Band)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수신 칩셋, 및

상기 무선수신 칩셋에서 변환된 베이스밴드 신호 및 상기 DMB 칩셋에서 선택적으로 출력되는 DMB 신호를 전달받아 응

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에 이용할 데이터를 처리하는 MSM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 예에 의해 본 발명의 구성, 작용 및 다른 특징들이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DMB 및 GPS 서비스 수신용 이동통신 단말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 예에 따른 DMB 및 GPS 서비스 수신용 이동통신 단말은, CDMA

신호 또는 DMB 신호를 수신하는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21)와, DMB 신호 또는 GPS 신호를 수신하는 DMB-GPS

이중대역 안테나(22)와, 상기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21)에서 수신된 CDMA 신호 또는 DMB 신호를 분기하는 제

1다이플렉서(23, diplexer)와, 상기 DMB-GPS 이중대역 안테나(22)에서 수신된 DMB 신호 또는 GPS 신호를 분기하는

제2다이플렉서(24)와, 상기 제1다이플렉서(23)로부터 출력된 DMB 신호와 상기 제2다이플렉서(24)로부터 출력된 DMB

신호 중에서 신호 품질이 더 좋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데이터 처리하는 DMB 칩셋(29)과, 상기 제1다이플렉서(23)로부

터 출력되어 RF 경로(RF path)를 거치면서 신호 처리된 CDMA 신호와 상기 제2다이플렉서(24)로부터 출력되어 RF 경로

를 거치면서 신호 처리된 GPS 신호를 베이스밴드(baseband)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 수신 칩셋(30)과, 상기 제2다이플렉서

(24)로부터 출력된 GPS 신호를 대역 통과시키는 GPS 밴드패스 필터(2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무선 수신 칩셋(30)

으로 퀄컴사의 RFR 칩셋을 사용할 수 있다.

도 2에서, CDMA RF 경로(25)는 상기 제1다이플렉서(23)로부터 출력된 CDMA 신호가 상기 무선수신 칩셋(30)에 전달되

기까지의 경로이고, 상기 제1DMB RF 경로(26)는 상기 제1다이플렉서(23)로부터 출력된 DMB 신호가 상기 DMB 칩셋

(29)에 전달되기까지의 경로이며, 상기 제2DMB RF 경로(27)는 상기 제2다이플렉서(24)로부터 출력된 DMB 신호가 상기

DMB 칩셋(29)에 전달되기까지의 경로이다. MSM(32)은 이동통신용 단말의 기본 기능인 음성통화는 물론, 단문메시지 지

원, 각종 멀티미디어기능 지원, 인터넷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프로세서 칩이다. 상기

CDMA RF 경로(25), 제1DMB RF 경로(26) 및 제2DMB RF 경로(27)는 종래에 개시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 예의 동작을 설명하도록 한다. 상기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

(21)를 통하여 수신된 신호는 상기 제1다이플렉서(23)에 의해 모드선택 제어신호에 따라 CDMA 신호 또는 DMB 신호로

분리된다. 상기 제1다이플렉서(23)에서 출력된 CDMA 신호는 상기 CDMA RF 경로(25)를 거치면서 신호 처리되어 상기

무선 수신 칩셋(30)으로 입력된다. 상기 제1다이플렉서(23)에서 출력된 DMB 신호는 상기 제1DMB RF 경로(26)를 거치

면서 신호 처리되어 상기 DMB 칩셋(29)으로 입력된다.

상기 DMB-GPS 이중대역 안테나(22)를 통하여 수신된 신호는 상기 제2다이플렉서(24)에 의해 모드선택 제어신호에 따라

DMB 신호 또는 GPS 신호로 분리된다. 상기 제2다이플렉서(24)에서 출력된 DMB 신호는 상기 제2DMB RF 경로(27)를

거치면서 신호 처리되어 상기 DMB 칩셋(29)으로 입력된다. 상기 제2다이플렉서(24)에서 출력된 GPS 신호는 상기 GPS

밴드패스 필터(28)에 의해 대역 통과되어 상기 무선 수신 칩셋(30)으로 입력된다.

상기 무선수신 칩셋(30)은 입력된 CDMA 신호와 GPS 신호를 베이스밴드(base band)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MSM(32)에

전달한다. 상기 무선 수신 칩셋(30)으로 RFR 칩셋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기 RFR 칩셋은 RF 신호인 CDMA 신호

및 GPS 신호를 칩 자체에서 출력되는 국부 신호(local signal)와 혼합(mixing)하여 베이스밴드로 변환한다.

상기 DMB 칩셋(29)은 상기 제1DMB RF 경로(26)를 통하여 입력된 DMB 신호와 상기 제2DMB RF 경로(27)를 통하여 입

력된 DMB 신호 중에서 신호 품질이 더 좋은 DMB 신호를 선택하여 베이스밴드 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를 상기

MSM(32)으로 전달한다.

상기 MSM(32)은 베이스밴드 신호로 변환된 CDMA, GPS 신호 및 DMB 신호를 전달받아 이동통신 단말의 응용 프로그램

(application program)에 의해 이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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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본 발명의 정신 및 필수적 특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특정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상기 상세한 설명은 모든 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고 예시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등가적 범위 내에서의 모든 변경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DMB 및 GPS 서비스 수신용 이동통신 단말에 따르면, CDMA, GPS 및 DMB 각각의 대역 간에 주파수 편

이에 따른 간섭이 가능한 삼중대역 안테나를 지양하여 안테나에 수신되는 무선신호 상의 간섭을 막으면서, DMB 수신용으

로 부가적으로 장착되는 안테나를 GPS 신호도 수신할 수 있는 이중대역 안테나로 구성하여 양 안테나에 수신되는 신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드선택 제어신호가 각각의 다이플렉서(diplexer)를 조절함으로써, 간섭 없는 무선신호 수신이 가능하

여 이동통신 단말에서 양질의 DMB 및 GPS 서비스의 수신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이동통신용 단말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용 단말의 블록 구성도.

<도면 주요부호의 설명>

21 CDMA-DMB 이중대역 안테나 22 DMB-GPS 이중대역 안테나

23 제1다이플렉서 24 제2다이플렉서

25 CDMA RF 경로 26 제1 DMB RF 경로

27 제2 DMB RF 경로 28 GPS 밴드패스 필터

29 DMB 칩셋 30 MSM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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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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