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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용의 물리적 위치 채널(DPLCH)는 가입자 위치 탐색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국(913)에 의해 이용된다. DPLCH는 이
동국(913)에 의해 이용된 다를 채널들에 할당된 직교의 변화 확산 인수(OVSF) 코드들과 구별되는 길이 256의 OVS
F 코드 CL (502)에 의해 확산된다. 파워 업 기능(PUF)이 이동국(913)에 의해 수신된 경우, DPLCH 서브 채널 진폭은 
다른 채널들과의 결합(504) 전에 이득 모듈 G L 을 사용한 이동국(913)에 의해 이용된 다른 채널들과 관련되어 변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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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동기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물리층 서브 채널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그러한 물리층 서브 채널(sub channel)을 이용한 이동국 위치 탐색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도 1 및 도 2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의 원리에 기초한 소위 "3세대"(3G)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업링크(즉, 이
동국(mobile station, MS)에서 기지국(base station, BS)으로의 링크)에 대한 확산(spreading), 변조 및 프레이밍
(framing) 디자인의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은 "개념 그룹 알파-직접-시퀀스 CDMA(WCDMA) 평가 
문서(3.0), 파트 1, 1997년 12월 19일"의 제목으로 서브-그룹 SMG2의 유럽 통신 표준 위원회(ETSI) 보고서에 개
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물리적 서브 채널(sub-channels)에는 두 가지 타입, 즉 전용 물리적 데이터 
채널(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 DPDCH)(101) 및 전용 물리적 제어 채널(Dedicated Physical Control C
hannel, DPCCH)(102)이 있다. DPCCH는 레이어 1에서 생성된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DPDCH는 레
이어 2에서 생성된 전용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DPDCH 및 DPCCH는 10ms 프레임(201)으로 분리되고, 더 나아가 625μs 타임슬롯(time
slot)(202)으로 분리된다. DPDCH는 K가 0내지 6 사이의 정수일 때, 10×2 K 개의BPSK 부호(즉, 비트(bits))를 각 
타임슬롯으로 전송한다. 도 2에 의해 설명된 예에서, K=1이고, 20개의 데이터 비트들(206)(부호 d(0)-d(19))이 3
2kbps의 비트율을 제공하는 타임슬롯 당 전송되는 것이 가능하다. 도시된 예에서 확산율(spreading rate)은 초당 4.
096 메가-칩(Mega-chips)이므로, 각 타임 슬롯에는 2560(Np)개의 칩이 있으며, 각 DPDCH 데이터 부호는 128배
로 확산된다.

DPCCH는 a)채널을 지원하고 또 BS 레이크(rake)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SNR) 추정
을 지원하기 위한 파일럿(pilot) 부호(203), b)폐쇄 루프 BS 전송 전력 제어를 지원하기 위한 전송 전력 제어 표시기
(Transmit Power Control Indicator, TPCI) 필드(204), 및 c) 각 10ms 프레임의 정보율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비율 표시기(Rate Indicator, RI) 필드(205)로 구성되어 있다. DPCCH는 통상적으로 256 배로 확산된다.

DPDCH 및 DPCCH는 MS 전송된 파형의 동위상(in-phase, I) 및 직각위상(quadrature, Q) 가지들(branches)로 각
각 매핑(mapping)된다. 그런 다음에, 상기 매핑된 I 및 Q 신호는 두 개의 다른 직교 채널화 코드 C D (103) 및 CC(10
4)를 사용한 칩 비율(chip rate)로 확산된다. 채널화 코드는 F. Adachi, M, Sawahashi 및 K. Okawa의 전자공학 논
문, 1997년 1월 2일, pp.27-28의 "DS-CDMA 이동 무선의 전방향 링크에 대한 다른 길이를 가진 직교 확산 코드의 
트리 구조 생성" 에 상술되어 있는 코드들의 계층으로부터 선택된 직교 변수 확산 인수(Orthogonal Variable Spread
ing Factor, OVSF)이다. 이 예에서도 보여지듯이, DPCCH의 소망의 코드화 비트율은 32kbps로 가정되므로, DPDCH 
채널화 코드 CD 는 길이가 128이 되는 것이 요구된다. DPCCH 채널화 코드는 DPDCH의 비트율에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길이 256의 OVSF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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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CH 및 DPDCH의 결합으로부터 도출되는 복소수 신호(compex-valued signal)(111)는 다음으로 MS-특정 주 
스크램블링 코드(MS-specific primary scrambling code)C S (105)에 의해 스크램블된다. 종래의 기술에서, 양호한 
자동- 및 상호-상관 특성을 가진 어떤 코드군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주 스크램블링 코드는 복소수이고, 길이가 256
이며, 한 쌍의 확장된 매우 큰 가사미 코드(extended Very Large Kasami codes)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그 다음, 이
렇게 하여 구성된 확산 신호는 제곱근 발생 코사인 칩 펄스성형 필터(square-root raised-cosine chip pulse-shap
ing filters)(107, 108)를 사용하여 필터링된 다음에, 직교위상 변조되고(109) 안테나(110)로부터 전송된다.

무선 삼변측량(trilateration) 기술은 많은 무선 전송기 위치 시스템(예, Loran-C)에서 널리 사용된다. 삼변측량을 달
성하는데는 두 가지 주요 방법, 즉 a)도달 시간법(Time of arrival, TOA) 및 b)도달 시간차법(Time Difference of 
Arrival, TDOA)이 있다. TDOA는 각 BS가 시간 지연 추정기를 사용하여 국부 타이밍 기준에 대해서 MS 신호의 시간 
지연을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도 3은 위에서 설명된 전송된 MS 신호가 주어지면 그러한 추정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종래의 BS 시간 지연 추정기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 3에서, 수신된 신호는 먼저 직교위상 복조기(301)를 사용
하여 기저대역으로 전환되며, 다음으로 칩 펄스 정합 필터(chip pulse matched filter)(302)를 사용하여 처리되고 아
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303)를 사용하여 샘플링된다. 다음으로 신호는 코드 정합 필터(CMF)(304)를 통과한
다. 이 필터의 탭(taps)은 도 2에 도시된 길이-N PILOT 코드 C*(207)과 동일하게 설정되고, 여기서 C*(207)는 C C코
드와 CS 코드의 곱으로서 형성되는 길이-256 코드의 K개의 카피(copies)를 연결시킴으로써 구성되며, N PILOT =25
6K이다. 도 3의 예에서, K=5이다.

다음으로 시간 지연 추정은 N 타임슬롯 동안 복소수인 CMF 출력을 간섭적으로(coherently) 누산하여(305) N P 관측 
또는 "레인징 빈(ranging bins)"(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N P 는 2560이다.)의 배열로 만들고, 다음으로 그 결과를 M
의 그러한 길이 N 타임슬롯 기간 동안 비간섭적으로 누산함으로써(312) 형성된다. 따라서 전체 관측 시간은 그러므로 
N×M 타임슬롯이다. 그러면 비간섭성 누산기(312)의 길이가 N P 인 실수(real-valued)의 출력 배열, 즉 유효한 결정 
통계의 배열(307)은 국부 타이밍 기준에 대한 MS 신호의 시간 지연 추정 t o(309)를 제공하는 시간 지연 결정 알고리
즘(308)을 통과하며, 여기서 시간 지연 결정 알고리즘(308)은 단순히 가장 큰 크기 결정 통계(307)를 가진 레인징 빈
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시간 지연 추정(309)은 다음으로 다른 BS들로부터 시간 지연 추정과 결합될 수 있고, 예
컨데, TDOA 기술을 이용하여 MS 위치의 도출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삼변측량 기술을 MS 전송 전력 제어를 이용한 DS-CDMA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은, CDMA 시스
템에 대한 잘 알려진 니어-파(near-far) 문제를 피하기 위해 BS(즉, "인접하는" BS)에 가까운 MS들이 저출력 전력
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한 MS들은 먼 BS들에서, 매우 낮은 SNR로 관측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에는 먼 BS들에 신뢰할만한 시간 지연 추정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다수의 BS들로의 MS의 가시성(
visibility)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하부구조 장치로부터 소위 파워-업 기능(Power-Up Function, PUF) 
명령을 사용하여 미리 정의된 시간 기간으로 짧은 기간 동안 MS 전력 신호 레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PUF에 대해 상
세한 것은 A. Ghosh, G. Bruckert, B. Verbiscer 및 M. Panjawani 의한 통신 산업 협회(TIA) 기고문인 "위치 파워 
업 기능" TR45.5.2.3/97.07.17.02 와, ETSI SMG2 문서 UMTS A36/97, 및 Ghosh 등에 의한 1996년 4월 16일자 
특허가 허여된 USPT#5,508,708에서 알 수 있다.
    

PUF는 위에서 설명된 종래의 MS 전송기/전송 구조를 채용한 시스템에서 MS 위치탐색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다. 이 경우에, DPCCH(도 1 및 도 2 참조)의 파일럿(pilot) 필드는 PUF 기간동안 더 높은 전력으로 송신된다. 그러면 
MS 위치탐색에 요구되는 TDOA 정보는 삼변측량 방법 및 DPCCH의 파일럿 필드에만 정합된 코드 정합 필드(CMF)를 
사용하여 다수의 먼 기지국에서 파일럿 필드의 관측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타임슬롯을 통한 전체 DPCCH 전송이 
사용되면, 범위 추정은 변조된 TPCI(204) 및 RI(205) 부호의 결정과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CMF는 전체 DPCCH에 정합되지 않을 것이고, 길이 2560가 아니라 길이 N PILOT 일 것이다. 이것은 먼 BS 필터 출력
에서 SNR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그러한 필드들은 CMF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PUF 동안 더 높은 전력에서 T
PCI(204) 및 RI(205)필드를 전송하는데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더 높은 전력에서 파일럿 필드(203)만을 전송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은 MS 전송 전력 포락선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인접한 BS들에서 PUF 프로브 소거는 이 방
식에서는 귀찮은 것이 된다.

 - 3 -



등록특허 10-0372494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MS 전송 전력 포락선 변화 및 종래의 기술에서의 다른 단점없이 먼 BS들에서의 SNR을 더 
높이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의 위치탐색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필요가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술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이동국은 전용 물리적 위치 채널(DPLCH)을 이용하여 가입자 위치탐색 기능을 
지원한다. DPLCH는 이동국에 의해 이용되는 다른 채널들에 할당되는 직교 변수 확산 인수(Orthogonal Variable Sp
reading Factor, OVSF) 코드들과 구별되는 길이 256의 OVSF 코드 C L 에 의해 확산된다. 파워-업 기능(PUF)이 이
동국에 의해 수신되는 경우, DPLCH 서브-채널 진폭은 다른 채널들과 결합전에 이득 모듈을 사용하여 (이동국에 의해 
이용된 다른 채널과 관련하여) 변경된다.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탐색에 대한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제1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제1 주파
수 대역을 통해 다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단계, 제2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해 다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단계, 및 제3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해 다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
로, 제3 확산 코드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탐색에 이용되는 다수의 기지국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3 채널을 정의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탐색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제1 확산 코드(상기 제1 확산 코
드는 이동국으로부터 다수의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1 채널을 정의한다)를 이용하여 제1 주파
수 대역을 통해 다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단계, 제2 확산 코드(상기 제2 확산 코드는 이동국으로부터 다수의 기지국으
로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2 채널을 정의한다)를 이용하여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해 다수의 기지국과 통
신하는 단계, 및 제 3 확산 코드(상기 제3 확산 코드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를 위해 이용되는 다수의 기지국
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3 채널을 정의한다)를 이용하여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해 다수의 기지국과 통신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파워-업 기능 명령이 수신된 경우, 수신된 파워-업 기능 명령에 응답하여 제3 채널의 전력만 조
정된다.
    

    
본 발명은 또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 탐색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1 확산 코드를 
수신하는 단계,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2 확산 코드를 수신하는 단계,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3 확산 코드를 수
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파워-업 기능 명령이 전송되고, 그에 응답하여 제3 확산 코드가 증가된 전력으로 
수신되고, 제1 및 제2 확산 코드는 실제적으로 동일한 전력 레벨로 수신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제3 확산 
코드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탐색에 이용되는 기지국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된 제3 채널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의 위치 탐색 장치를 포함한다. 그 장치는 확산 코드를 통해 확산되고, 
이동국에 의해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확산 코드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
동국 위치 탐색에 이용되는 기지국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채널 및 수신된 데이터의 전파 지연을 계산하기 
위한 전파 지연 계산기를 정의한다.

DPLCH를 설명하기 전에, 양호한 실시예의 이용에 필요한 배경지식으로서 위치 탐색을 위한 TOA 및 TDOA 방법에 대
해 하기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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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탐색을 위한 TOA 방법: MS와 한 쌍의 고정된 BS 사이의 거리가 ρ 1 및 ρ2 로 알려지면, MS의 위치는 각각 고정
된 BS중 하나를 중심으로 한, 반경 ρ1 및 ρ2 를 가진 두 원의 교차점을 결정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거리 결정 중 하
나 또는 모두에 에러가 존재하는 경우, MS의 진짜 위치, P가 바뀌게 되어 교란된 반경의 호 ρ 11 및 ρ12 의 교차점 P'
에 있는 것으로 관측될 것이다. 제3 BS는 통상적으로 세 원의 유일한 교차점에서 각 MS의 위치를 명확히 찾아내는데 
필요하게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MS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BS들로부터 신호가 방출되는 순간과 MS에 
신호가 도달하는 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법으로 적절히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MS에서 BS로의 
3가지 신호 경로 각각을 따른 전체 시간 지연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위치 탐색을 위한 TDOA 방법: 이 위치 탐색 방법에서는, 3이상의 BS들로부터 MS에 도달하는 신호쌍들 간의 관측된 
시간차가 MS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도 4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서, 3개의 
BS는 BS A(401), BS B(402) 및 BS C(403)로 도시되어 있다. BS 쌍 A-M 및 B-M 사이에 도달하는 신호에서 시
간차를 관측함으로써, MS(404)는 LOPA(405) 및 LOPB(406)으로서 개별적으로 표시되는 쌍곡선 또는 "위치선(lin
es of position)"(LOPs')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으로, 위치 측정은 MS에서 각 BS로부터의 신호의 절대 
도달 시간의 정보없이 획득될 수 있고, 도달의 시간차만이 중요하다.

    
TDOA 방법은, 먼 BS들로부터 전송된 신호들 사이의 도달 시간차를 관측하여 MS에서 위치를 추정하지 않고, 대신에 
MS에 의해 전송되는 신호의 BS 관측들 사이의 시간차를 추정함으로써 위치 추정이 결정되는 경우, 동등하게 성공적으
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소위 "비동기" C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유용한 것으로, 각 BS에 의해 전송되는 신
호들은 전지구 측위 시스템(Global Postioning System, GPS)과 같은 중앙의 타이밍 기준에 의해 동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TDOA가 효과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BS들 간의 국부 타이밍 기준이 알려져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광대역 CDMA 시스템에 대한 종래의 이동국 확산 기술의 블럭도.

도 2는 광대역 CDMA 시스템에 대한 종래의 업링크 타임슬롯 구조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종래의 기지국 시간 지연 추정기의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쌍곡선 위치 결정에 대한 도달 시간차(TODA)를 설명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브 채널을 통합하는 광대역 CDMA 시스템에 대한 이동국 확산 기
술의 블럭도.

도 6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5의 서브 채널을 통합하는 광대역 CDMA 시스템에 대한 업링크 타임슬롯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위치 서브 채널을 지원하는 기지국 시간 지연 추정기의 블럭도.

도 8은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 따른 도 5의 서브 채널을 통합하고 순서를 변조하는 광대역 CDMA 시스템에 대한 
업링크 타임슬롯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9의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9의 기지국의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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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DPLCH를 통합하는 MS 확산 구조는 도 5에 도시된다. 여기서, DPLCH 부호(501)는 
MS에 의해 이용되는 다른 채널들(즉, DPDCH 또는 DPCCH 서브-채널)에 개별적으로 할당되는 OVSF 코드 C D 및 C

C와 구별되는 길이 256의 직교한 OVSF 코드 C L (502)에 의해 확산된다. 그러면 DPLCH 서브 채널 크기는 DPDCH와 
DPDCH 및 DPCCH 서브 채널과의 결합(504) 전에 이득 모듈 G L (503)을 사용하는 DPCCH 서브 채널과 관련되어 변
형된다. 스크램블링은 펄스 형성(107, 108), 직각 위상 변조(109) 및 전송(110)전에 주 스크램블링 코드 C S 를 사용
하여 달성된다.

도 5는 길이 256의 OVSF 코드가 되는 DPLCH를 확산하는데 사용되는 코드 C L (502)를 도시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OVSF 코드의 알려진 특성에 따라, DPCCH 및 이미 할당된 어떤(가능한 다중) DPDCH 코드들에 직교한 어떤 
OVSF 코드가 될 수 있다. 또한, 코드 C L (502)는 영구적으로 MS에 세워진 코드일 수 있고, 또는 위치 추정 전 또는 동
안에 수행되는 네트워크 시그널링 프로토콜(network signaling protocol)의 부분으로서 할당될 수 있다.

DPLCH 확산 과정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부호는 일반적으로 복소수값이고, 양호한 실시예에서, MS 복소수값으로 전송
되는 신호 포락선에서 진폭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된다. 도 5의 예에서, DPLCH 부호는 단일한 것으로 가정
된다. 이득 모듈 GL (305)은 다중의 먼 BS들에서 신뢰할 만한 시간 지연 추정과 일관성있는 레벨로 전송되는 DPLCH 
서브 채널 전력을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DPLCH 서브 채널은 a)제조시에, 또는 b)위치 추정 전 또는 동안에 수행되는 
네트워크 시그널링 프로토콜의 부분으로서 설정된 특정한 다수의 타임슬롯 또는 프레임에 대해 연속적으로 전송된다.

도 6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DPLCH(501)는 MS 위치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알려진 프로브(probe) 부호(602)로 이
루어진다. 간단히 하기위해, DPCCH(102)는 도 6에서 생략된다. 코드 서브 채널에 직교성을 유지하는 상기의 어떤 O
VSF 코드도 수용가능하지만, 도 6에서 DPLCH(501)는 코드 C L (603)에 의해 256의 배수로 확산된다.

DPLCH 위치 서브 채널을 지원하는 변형된 BS 시간 지연 추정기의 블럭도가 도 7에 도시된다. ADC로부터의 신호는 
코드 정합 필터(Code Matched Filter, CMF)(404)를 통해 전달되며, 필터의 탭(tap)들은 도 6에 도시된 길이 N P 코
드 C+(604)와 동일하게 설정되고, 여기서 C+(604)는 C L 및 CS 코드의 곱으로서 형성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
에서, CMF는 NPILOT 라기보다는 길이 NP (즉, 2560개의 칩들)이다. 따라서, 단순 N P 에 관한 CMF는 종래의 추정기
와 비교된 2560/NPILOT 의 CMF 출력 SNR에서의 개선에 대응하여 BS에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된 본 발명은 또한 다른 이점들을 제공한다. 먼저, DPCCH의 전송된 전력 레벨이 PUF 동작동안에는 영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접 BS들(통상적으로 DPCCH의 파일럿 필드의 관측된 SNR에 기초하게 됨)에서 역 링크 전
력 제어 루프(reverse-link power control loop)의 동작 또한 PUF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DPLCH는 
변조되지 않기 때문에(DPCCH가 변조된 TPCI 및 RI 필드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상기), 인접한 BS들에서 DPLCH 서브 
채널 취소는 더 단순해진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동국의 위치를 계산하는 어떠한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의 명백한 범위는 12.5마일(m
iles)에 대응하는 256 개의 칩들 또는 62.5μs로 한정된다.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범위는 2560 개의 
칩들로 증가된다.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DPLCH 채널에 대응하는 프로브 시퀀스(sequence)는 도 8에 도시
된 바와 같이, 길이 16의 복잡한 시퀀스로 변조된다. 변조되는 시퀀스 M i(801)은 순서 C++ (802)에 양호한 자동 상
관 특성을 제공하는 길이 16개의 시퀀스의 집합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C++ (802)는 CL , CS 및 변조 시
퀀스 Mi의 산물로서 형성된다. 이 경우에 BS 시간 지연 추정기는 CMF(404)의 탭들이 도 8에 도시된 길이 N P 코드 C
++ (802)와 동일하게 설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7과 비슷할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900)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통신 시스
템(900)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통신 시스템(900)은 
기지국(901), 기지국(902), 기지국(903), 이동국(913), 중앙 기지국 제어기(CBSC)(904), 및 이동 스위칭 센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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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ile Switching Center, MSC)(905)를 포함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국(913)은 업링크 통신 신호들(919)을 통
해 기지국(901, 902, 903)과 통신하고, 기지국(901, 902, 903)은 다운링크 통신 신호들(916)을 통해 이동국(913)
과 통신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기지국(901, 902, 903)은 적절히 CBSC(904)와 결합되고, CBSC는 적절
히 MSC(905)와 결합된다.
    

    
통신 시스템(900)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이동국(913)은 전용 물리적 데이터 채널(101) 및 전용 물리적 제
어 채널(102) 모두를 이용하여 기지국(901-903)과 활발히 통신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널(101, 102) 모
두는 두 개의 다른 직교하는 채널화 코드들을 이용하여 확산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동국(916)은 (주기
적으로 또는 위치 추정동안 소스 기지국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가입자 위치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용되는 전용 물리적 
위치 채널로 동시 전송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용 물리적 위치 채널은 네트워크 시그널링 프로토콜의 부분으
로서 이동국(913)으로 할당된 프로브 시퀀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동국(913)에 할당된 코드
는 직교하는 OVSF 코드에 의해 확산되며. 이 코드는 전용 물리적 데이터 채널(101) 및 전용 물리적 제어 채널(102) 
모두에 의해 이용되는 코드들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기지국(901-903)에서 수신된 업링크 통신 신호(919)는 전송된 
각 채널로부터 다중의 주파수 및 시간 오버랩핑 부호화 신호(time overlapping coded signals)들을 포함한다. 이들 
신호들의 각각은, 같은 고주파(RF)로 동시에 전송되고, 또한 이들 신호 각각은 특정 OVSF 코드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기지국 수신기에서 수신된 업링크 신호(919)는 각 전송된 채널 및 디코딩 후에만 구별될 수 있는 개별적인 채널의 
합성 신호이다.
    

    
위치 탐색 요청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명령은 MSC(905), 동작 센터(도시되지 않음)와 같은 지역 엔티티(regional e
ntity)에서 또는 공중 교환 전화망(PSTN)(도시되지 않음)과 같이 접속된 네트워크내에서 유래된다. 위치 탐색 요청은 
위치된 이동국상에서 확인 정보를 포함하고, MSC(905)로 들어가며, CBSC(904)로 전달된다. CBSC(904)는 셀룰러 
시스템 내의 모든 기지국 또는 이동국 등록에 의해 이전에 확인된 기지국들의 서브셋(subset) 내의 모든 기지국들로 
이동국(913)으로의 다운링크 통신 신호(916)을 거쳐 파워-업 기능을 동시 전송한다. 파워-업 기능을 이용하는 종래
의 방법과 달리,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전용 물리적 위치 채널의 진폭은 다른 채널들(101, 102)과의 결합(50
4) 전에 이득 모듈(503)을 이용하여 증가된다. 부가적으로, 이득 모듈(503)은 진폭을 기지국들(901, 902, 903)에서 
신뢰할 만한 시간 지연 추정과 일관되는 레벨로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모아진 후에 또는 프로빙의 
개시에서 초기화된 한정된 타이머(timer)가 만료된 후에, CBSC(904)는 동작중인 기지국이 이동국(913)에 승인(Ac
k)을 보내도록 명령하고, 전용 물리적 위치 채널을 거쳐 전송을 중지하도록 동작중인 기지국에 명령한다. 그러면, 각 기
지국에서 전파 지연은 기지국 확인에 따라 지정된 엔티티(예, CBSC(904))로 각 기지국(101)으로 전송되고, 이동국(
113)의 위치는 전파 지연의 측정을 기초로 TDOA 또는 TDOA 및 TOA의 결합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900)의 동작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논리 흐름은 이동국(913)
이 전용 물리적 데이터 채널(101) 및 전용 물리적 제어 채널(102) 모두를 이용하여 기지국들(901-903)과 활발히 통
신하는 단계 S1001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단계 S1005에서, 위치 탐색 요청이 CBSC(904)로 MSC(905)와 같은 
지역적 엔티티에 의해 초기화된다. 단계 S1001에서, 위치 탐색 요청은 CBSC(904)로 전달되고, 단계 S1015에서, CB
SC(904)는 셀룰러 시스템 내에 있는 이동국 등록 전의 동안에 확인된 모든 기지국 또는 기지국의 서브세트에 다운링
크 통신 신호(916)을 통해 파워-업 명령이나 메시지를 동시 전송하도록 명령한다. 이에 응답하여, 이동국(913)은 기
지국(901-903)에서 신뢰할 만한 시간 지연 추정과 일관된 전용 물리 위치 채널의 진폭을 증가시키고(단계 S1020), 
네트워크 시그널링 프로토콜의 부분으로서의 이동국(913)에 할당된 프로브 시퀀스를 계속해서 동시 전송한다(단계 S
1025). 단계 S1030에서 이동국(913)의 위치의 추정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를 결정하고, 만일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다면, 논리 흐름은 단계 S1025로 회귀한다. 단계 S1030에서 이동국(913)의 위치의 추정을 위
한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결정되거나, 프로빙의 개시로 초기화된 한정된 기간의 타이머가 만료되면, 논리 흐름
은 CBSC(904)가 동작하고 있는 기지국에 이동국(913)으로의 승인(Ack)을 보내라는 명령을 하고, 전용 물리적 위치 
채널을 거쳐서 전송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하는 단계 S1035로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단계 S1040에서, 각 기지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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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파 지연은 각 기지국(101)에 의해, 기지국 확인에 따라, 지정된 엔티티(예, CBSC(904))로 전송되고, 이동국의 
위치는 계산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9의 기지국의 블럭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기지국은 QPSK 복조기(11
01), DPCCH 회로(1103), DPLCH 채널 회로(1105), DPDCH 회로(1107), 기지국 제어기(1109) 및 전파 지연 계산
기(700)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기지국(902)은 QPSK 
복조기(1101)와 결합된 채널 회로(1103, 1105, 1107)을 이용하여 이동국(913)으로부터 DPCCH, DPLCH 및 DPD
CH 전송을 반확산하고(despread) 복조한다. 부가하여, 위치 탐색 요청이 기지국(902)에 주어지는 경우, 기지국 제어
기(1109)는 이동국(913)으로 전송 회로(도시되지 않음)을 통해 PUF 명령을 송신하고, DPLCH 회로(1105)를 통해, 
이동국(913)에 의해 전송된 이동국 위치 정보를 수신하기 시작한다. 이동국 위치 정보는 전파 지연 계산기(700)로 전
달되고, 여기서 전파 지연 정보가 계산된다. 이 정보는 다음으로 기지국 제어기(109)로 전달되고, 기지국 확인에 따라, 
이동국의 위치가 계산되는 지정국 엔티티(예, CBSC(904))로 전송된다.
    

본 발명은 개별적인 실시예를 참조하여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당업자에 의해 본 발명의 본질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형태 및 상세면에서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확산 코드 - 상기 제1 확산 코드는 이동국으로부터 다수의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1 채널
을 정의함 - 를 이용하여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해 다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단계;

제2 확산 코드 - 상기 제2 확산 코드는 이동국으로부터 다수의 기지국으로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2 
채널을 정의함 - 를 사용한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다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단계;

제3 확산 코드- 상기 제3 확산 코드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에 대해 이용되는 다수의 기지국으로 정보를 전송
하는데 이용되는 제3 채널을 정의함 - 를 사용한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다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 탐색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확산하는 단계는 제1, 제2 및 제3 직교 채널화 코드를 확
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 탐색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채널을 통해 이동국으로부터 통신을 수신하고 이 통신에 기초하여 이동국의 위치를 탐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 탐색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의 위치를 탐색하는 단계는 도달 시간차(Time Difference of Arrival, TDOA) 또는 도
달시간(Time of Arrival, TOA) 기술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탐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
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 탐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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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이동국은 DPLCH 채널을 통해 대응하는 프로브(probe) 시퀀스를 동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 탐색 방법.

청구항 6.

확산 코드를 통해 확산되고, 이동국에 의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회로;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를 위해 이용되는 기지국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채널을 정의하는 확산 코드
; 및

수신된 데이터의 전파 지연을 계산하기 위한 전파 지연 계산기

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내의 이동국 위치 탐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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