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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확산 스펙트럼 신호의 포착 방법 및 장치

요약

부호 분할 다중 접속 (CDMA) 무선 전화(104)에서 의사 랜덤 (PN) 시퀀스 타이밍을 획득하는 장치(114)가 제공된다.

버퍼(203)는 적어도 하나의 파일럿 신호를 표시하는 샘플을 저장한다. 버퍼(230)에 결합된 상관기(202)는 복수의 상

이한 PN 옵셋 각각에서 PN 시퀀스와 샘플의 적어도 일부를 상관하여 대응하는 상관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상관기(202)에 결합된 제어기(116)는, 특정한 PN 옵셋에서의 PN 시퀀스가 에너지 임계 레벨과 동일한 상관 에

너지를 생성하자 마자 상관기(202)를 인터럽트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부호 분할 다중 접속 (CDMA) 시스템, 확산 스펙트럼 신호의 포착 방법 및 장치, 상관기, PN 옵셋, PN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 다중 접속 무선 전화 시스템, 무선 전화 수신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전화와 같은 휴대용 무선기기에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확산 스펙트럼 다중 접속 무선 전화 시스템에서 무선 전화 수신기를 활성화시키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전화 시스템에서, 휴대용 무선 전화는 하나 이상의 원격 기지국과 무선 통신을 하도록 구성된다. 무선 전화의 소

비 전력을 감소시키고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무선 전화 시스템은 슬롯형 페이징 모드(slotted paging mo

de)에서 동작할 수 있다. 슬롯형 페이징 모드 동작 중에는, 무선 전화는 페이징 채널을 계속해서 모니터하지는 않는다

. 무선 전화는 오직 소정 시간에만 페이징 채널을 모니터한다. 무선 전화가 페이징 채널을 모니터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에, 무선 전화는 임의의 무선 전화 회로를 디스에이블 시킴으로써 저 전력 모드에서 '슬립(sleep)'함으로써, 전력 소모

를 줄인다.

슬롯형 페이징 모드는 휴대용 무선 전화의 배터리 수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슬롯형 페이징 모드 동작의

목표는 무선기기의 온(on) 시간을 최소로 감소시키고, 슬립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한 무선기기의 대부분을 디스에이

블시 키는 것이다.

슬립 기간으로부터 복구될 때, 또는 더욱 일반적으로는 무선 전화 수신기를 활성시킬 때에, 무선 전화는 무선 전화 시

스템에서 기지국과의 무선 주파수(RF) 링크를 획득하여야만 한다. 링크 포착(acquisition) 및 동기화는, 통신 프로토

콜과 같은 다른 동작과 함께, 무선 접속 규격(air interface specification)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한 예는 T

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Electronic Industry Association(TIA/EIA) Interim Standard IS-95인 '

Mobile Station-Base Station Compatibility Standard for Dual Mode Wide-band Spread Spectrum Cellular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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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IS-95)이다. IS-95는 직접 시퀀스 부호 분할 다중 접속(DS-CDMA 또는 CDMA) 무선 전화 시스템을 규정한다.

무선 가입자망(wireless local loop;WLL) 무선 전화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무선 접속 규격이 존재하며, 진보된 광대

역 확산 스펙트럼 무선 전화 시스템(일반적으로 제3 세대 셀룰러폰 시스템으로 지칭됨)에 대해서 새로운 무선 접속 

규격이 제안되고 있다.

기지국과의 RF 링크를 획득하기 위한 무선 전화에 대한 프로세스의 일부는 기지국이 전송하는 적절한 신호를 찾고나

서, 전송된 신호에 동기화하는 무선 전화이다. CDMA 시스템이 동기적이든지(예를 들어 모든 기지국이 공통 타이밍 

기준으로 동기화됨) 또는 역으로 비동기적이든지(예를 들어 모든 기지국이 공통 타이밍 기준으로 동기화되지 않음) 

간에, 전송된 신호에 대한 동기화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IS-95 시스템에서는, 무선 전화의 기지국과의 동기화는 그 무선 전화가 로컬 의사 랜덤 잡음(PN) 시퀀스

를 생성하고, 그 PN 시퀀스를 시스템 PN 시 퀀스와 정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기지국에 의해 전송된 파일럿 신

호의 포착을 통하여 달성된다. 따라서, 무선 전화는 PN 시퀀스를 생성하도록 시퀀스 생성기를 포함한다. 무선 전화는

탐색기 수신기(searcher receiver) 또는 다른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시퀀스를 기지국이 전송

한 파일럿 신호의 PN 시퀀스에 정렬한다. 일단 파일럿 신호가 획득되면, 무선 전화는 동기화 신호와 페이징 신호를 

얻으며, 그 다음에 무선 전화는 트래픽 채널을 올바르게 복조하여 기지국과의 완전 양방향 링크(full duplex link)를 

형성한다.

슬롯형 페이징 모드에서, 무선 전화는 기지국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무선 전화는 매 T 초마다 하

나 이상의 데이타 프레임을 디코드해야 한다. 예를 들면, IS-95 CDMA 시스템에 있어서, T는 T=1.28*2 i 초마다 계

산되며, 여기서 i는 전형적으로 0 또는 1로 설정된다.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하여, 무선 전화의 회로의 일부분은 

슬롯형 페이징 모드 사이에 슬립으로 둔다(예를 들어 클럭 신호는 슬립으로 설정되고 있는 회로로 게이트 오프됨).

도 1은 종래 기술의 무선 전화가 슬롯형 페이징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타이밍도이

다. PN 시퀀스 타이밍은 시간축(400) 상에 도시되고, 대응하는 무선 전화 이벤트는 시간축(401) 상에 도시된다.

시간축(400)은 PN 롤 경계(roll boundary)가 시간(404)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PN 시퀀스는 대부분 전체 시퀀스를 통하여 사이클링한 후에 반복하는 유한한 길이의 것이고; PN 롤 경계는 PN 시퀀

스의 시작 점을 마크한다. 예를 들면, IS-95 시스템에서, PN 롤 경계는 매 26.66msec마다 한번씩 발생한다.

또한 시간축(400)은 프레임 경계가 시간(406)에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IS-95 시스템에서, 80 msec 프레임 경계

는 매 80 msec마다 한번씩 발생하고, PN 롤 경계와 함께 정렬된다. 페이징 메시지는 80 msec 프레임 경계에서 시작

된다.

무선 전화가 페이징 메시지를 복조하고 디코드하기 위해서, 수개의 무선 전화 이벤트는 프레임 경계 전에 발생해야만

한다. 시간(402) 이전에, 종래 기술의 무선 전화는 슬립 상태에 있는 한편, 수신기 모뎀에 대한 클럭은 게이트 오프되

어 있다. 무선 전화가 초기에 슬립 상태에 들어갔을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현재의 PN 시퀀스 상태를 저장하였다. 

다음에 무선 전화는 소정 시간 동안 슬립 상태로 유지되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슬립 시간을 계속 추적하여 무선 전

화가 슬립 모드로부터 빠져나올 때 어웨이크 상태(awake state)를 생성한다.

시간(402) 바로 전에,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수신기 모뎀에 어웨이크 상태를 프로그램하고, 클럭 신호를 수신기 모뎀에

다시 인가한다. 이 어웨이크 상태는, 무선 전화가 슬립 모드로브터 빠져 나올때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PN 시퀀스 

상태의 최량의 추정을 나타낸다. 어웨이크 상태는 그 후에 PN 시퀀스를 추적하기 위한 시도로서 실시간으로 갱신된

다.

종래 기술의 확산 스펙트럼 무선 전화에 있어서, 수신기 모뎀 회로의 대략 90%가 게이트 온되어 이 지점에서 인에이

블된다. 그러므로, 수신기 모뎀 유닛 내에서, 모든 복조 브랜치, 탐색기 수신기, 및 관련된 타이밍 회로에 클럭 신호가 

인 가된다.

시간(402)에, WAKE 이벤트가 발생하고, WAKE 펄스는 동일한 상태 정보를 탐색기 수신기 및 복조 브랜치로 로드함

으로써, 서로 관련하여 그들을 동기시킨다. 탐색기 유닛은 그 다음에 적절한 고에너지 선이 발견될 때까지 수신된 신

호를 탐색한다. 적절한 파일롯 신호가 발견되면, 탐색기 수신기의 타이밍과 모든 복조 브랜치는 슬루(slew)되어 그들

의 타이밍은 파일럿 신호를 통하여 통신된 PN 시퀀스와 매치된다. 슬루잉은 수신된 PN 시퀀스와 관련되어 내부적으

로 생성된 PN 시퀀스를 전진시키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프로세스이다. 이것은 타이밍 기

준을 수립한다.

전형적인 종래 기술의 CDMA 무선 전화에 있어서, 무선 전화는 파일럿 신호를 획득하고 탐색기 수신기와 복조 브랜

치를 PN 시퀀스에 동기시키기 위하여 대략 30msec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시간 간격(410)으로 마크된다. 따라서, W

AKE 이벤트는 시간(404)에 PN 롤 경계에서 발생하게될 SLAM 이벤트의 적어도 30msec 전에 발생하여야만 한다. 

탐색기 타이밍 유닛, 브랜치 타이밍 유닛, 및 시스템 타이밍 유닛에 대한 클럭이 WAKE 이벤트 이후에 게이크 온 되

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중요한 타이밍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이 대략 30 msec 주기 동안에, 수신

기 모뎀 내의 모든 비-탐색기 수신기 회로를 포함하여 수신기 모뎀 회로의 대략 90%가 인에이블 된다.

종래 기술의 무선 전화 하드웨어는 PN 롤 경계(예를 들어, 시간(404)에서)에서 SLAM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구성된

다. SLAM 이벤트는 무선 전화 수신기 모뎀의 시스템 타이밍 유닛의 파일롯 신호 PN 시퀀스에 대한 동기로서 정의된

다. 시스템 타이밍 유닛은 전체 무선 전화 수신기 모뎀의 타이밍을 제어하고, 수신기 모뎀의 동작을 지시한다. 그러므

로, SLAM에 대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수신기 모뎀의 시스템 타이밍 유닛에 복조 브랜치와 탐색기 수신기의 타이

밍에 동기하라고 지시한다.

SLAM 이벤트는 시간(404)에 발생한다. 26.2msec 시간 간격(412) 동안에, 수신기 모뎀 회로의 90%가 활성화 상태

로 있다. 시간(406)에, 복조 브랜치는 디인터리버(de-interleaver) 데이타를 생성하고 페이징 메시지를 디코드한다. 

수신기 모뎀은 시간(408)에 페이징 메시지를 디코딩하는 것을 끝내며, 이를 위한 시간은 시간 간격(414)에 의해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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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처럼 전형적으로 35msec이다.

슬롯형 페이징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소정 시간에 깨어 있는 무선 전화에 추가하여, 무선 전화는 무선 전화에서 

동기적으로나 비동기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이벤트에 프로세스하거나 반응하기 위하여 깨어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동기 이벤트의 일 예는 무선 전화의 키패드의 키를 누르는 것 등의 사용자 입력이다.

그러므로, 종래 기술의 무선 전화는 슬롯형 페이징 모드에서 동작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선 전

화의 감소된 전력 소모는 가장 중요한 성능의 목적이다. 감소된 전력 소모는 무선 전화의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킴으

로써, 무선 전화가 배터리를 재충전 하지 않고 동작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슬롯형 페이징 모드에

서 동작 중에 확산 스펙트럼 무선 전화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인에이블시킬 수 있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

다. 동기 및 비동기 이벤트(예를 들어 무선 전화의 초기 활성)에 반응하여 확산 스펙트럼 무선 전화를 효율적으로 활

성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필요성 또한 있다.

또한, 탐색기 수신기는 초기 포착 모드 동안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배치하여야만 한다. 초기 

포착 모드는 예를 들어 무선 전화가 초기에 파워 온되고, 초기 PN 시퀀스 타이밍을 얻을 필요가 있을 때이다. 현재의 

무선 전화에 있어서, 사용자들은 긴 포착 시간에 대해 불평한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무선 전화를 턴 온 한 후에 이용

할 수 있기 전까지의 기다리는 긴 시간).

탐색기 수신기가 적절한 신호 세기의 적어도 하나의 파일롯 신호 선을 찾음으로써 초기의 PN 시퀀스 타이밍을 결정

한 후라 하더라도, 다중 경로 조건, 페이딩 조건, 및 무선 전화의 위치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탐색기 수신기는 새

로운 신호를 계속적으로 탐색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용가능한 파일롯 신호가 너무 급속히 바뀌어서 무선 전화의 탐

색기 수신기가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퍼센티지의 드롭된 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침내, 새로운 시스템의 요구는 이동국 보조 하드 핸드오프(MAHHO)라고 칭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무선 

전화가 제1 기지국과의 통신 링크를 중단하고, 다른 주파수를 튜닝하고, 파일롯을 찾고, 원래의 주파수를 되돌린 후에

, 제1 기지국과의 통신 링크를 재설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빠르게 수행할수록, MAHHO는 더욱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에너지의 적절한 파일롯 신호 를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의 감소, 무선 전화 전류 드레인

의 최소화, 파일롯 신호 탐색 및 포착에 있어서 상호 작용에 필요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감소, 및 MAHHO에 대한 탐

색기 수신기의 융통성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확산 스펙트럼 무선 전화가 유휴(idle) 모드로부터 깨어나는 방법을 보여주는 종래 기술의 타이밍

도.

도 2는 무선 전화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블럭도.

도 3은 도 2의 통신 시스템의 무선 전화에서 사용하기 위한 탐색기 수신기의 블럭도.

도 4는 도 2의 무선 전화의 활성을 보여주는 타이밍도.

도 5는 도 2의 무선 전화의 수신기 모뎀 내의 다양한 타이밍 요소들의 상호 작용을 도시하는 블럭도.

도 6은 슬롯형 페이징 모드에서 동작하는 도 2의 무선 전화를 활성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중간 승낙 모드(intermediate accept mode)에서 동작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실시예

도 2는 무선 전화(104)와 같은 이동국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 통신용으로 형성된 기지국(102)과 같은 복수의 기

지국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100)을 도시하고 있다. 무선 전화(104)는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수신 및 전송하여 기지

국(102)을 비롯한 복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도록 구성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통신 시스템(100)은 직접 시퀀스 부호 

분할 다중 접속(DS-CDMA) 시스템으로서 동작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일례는 TIA/EIA 임시 표준 IS-95의 800㎒에

서 동작하는 '이중 모드 광대역 확산 스펙트럼 셀룰러 시스템을 위한 이동국-기지국 호환성 표준(Mobile station-Ba

se station Compability Standard for Dual-Mode Wideband Spread Spectrum Cellular System)'에 개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대안적으로, 통신 시스템(100)은 다른 DS-CDMA 시스템 또는 주파수 호핑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과 

관련하여 동작할 수 있다.

기지국(102)은 트래픽 채널 상으로 정보 신호를 전송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무선 전화(104)로

전송한다. 정보 신호를 포함하는 기호들은 월시 코드를 이용하여 월시 커버링으로 알려진 프로세스를 통해 코딩된다.

무선 전화(104)와 같은 다른 각 이동국에는, 각 이동국으로의 트래픽 채널 전송이 다른 각 이동국으로의 트래픽 채널 

전송에 대하여 직교하도록 고유의 월시 코드가 할당된다.

트래픽 채널에 더하여, 기지국(102)은 다른 신호들, 즉 파일럿 채널 상으로의 파일럿 신호, 동기화 채널 상으로의 동

기화 신호, 페이징 채널 상으로의 페이징 신호를 브로드캐스트한다. 파일럿 채널은 범위 내의 모든 이동국에 의해 공

통으로 수신되며, 무선 전화(104)에 의해, CDMA 시스템, 초기 시스템 포착, 유휴 모드 핸드오프, 통신 및 간섭 기지

국의 초기 선(ray)과 지연 선의 식별의 존재 여부를 식별하는 것과, 동기화, 페이징 및 트래픽 채널의 간섭성 복조에 

이용된다. 동기화 채널은 이동국 타이밍을 기지국 타이밍에 동기화시키는 데에 이용된다. 페이징 채널은 기지국(102)

으로부터의 페이징 정보를 무선 전화(104) 등의 이동국에 전송하 는 데에 이용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파일럿 신호는 복수의 채널 상으로 전송되는 다수의 파일럿 신호를 포함한다. 파일럿 신호의 

일부는 예를 들어 초기 포착 및 신호 강도 결정에 이용될 수 있다. 나머지 파일럿 신호들은 기지국 아이덴티티의 그룹

과 같은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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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시 커버링에 더하여, 기지국에 의해 전송된 모든 채널은 의사 랜덤 잡음(PN) 시퀀스를 이용하여 확산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기지국(102)과 통신 시스템(100) 내의 모든 기지국은, 파일럿 채널 PN 시퀀스에 대하여, 고유의 시작 위

상(시작 시간 또는 위상 시프트로도 칭해짐)을 이용하여 고유하게 식별된다. PN 시퀀스는 초당 1.2288 메가칩의 칩 

레이트로 생성되는 길이 2 15 칩이며, PN 시퀀스는 약 매 26.66밀리초(msec)마다 반복한다. 허용되는 최소 시간 간

격은 64칩이며, 이로 인해 총 512개의 상이한 PN 코드 위상 할당이 허용된다. 확산 파일럿 채널은 무선 주파수(RF) 

캐리어를 변조하며, 기지국(102)에 의해 서비스되는 지역 내의 무선 전화(104)를 포함하여 모든 이동국에 전송된다. 

PN 시퀀스는 본래 동상(in-phase)(I) 성분과 직각 성분(Q)의 복합일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기지국은 서로에 대해 비동기이며, 이는 모든 기지국을 함께 동기화시키는 공통의 타이밍 기준

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파일럿 신호는 다른 기지국에 의해 전송된 파

일럿 신호에 대해 동기가 아니다. 무선 전화(104)는 안테나(106), 아날로그 선단(108), 마이크로프로세서, 논리 및 제

어 회로(116), 수신 경로 및 전송 경로를 포함한다. 수신 경로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110) 및 수신기 모뎀

(111)을 포함하고, 전송 경로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120) 및 전송 경로 회로(118)를 포함한다. 수신기 모뎀(111

)은 RAKE 수신기(112), 탐색기 수신기(114),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 및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을 포함한다.

안테나(106)는 기지국(102) 및 다른 인접 기지국들로부터 RF 신호를 수신한다. 수신된 RF 신호들의 일부는 기지국

에 의해 전송된 직접 가시 경로의 선(direct line of sight ray)이다. 다른 수신된 RF 신호들은 반사된 선이거나 다경

로 선이므로, 가시 경로의 선에 비해 시간상 지연된다.

수신된 RF 신호는 안테나(106)에 의해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아날로그 선단(108)에 제공된다. 아날로그 선단(108)은

필터링, 자동 이득 제어, 및 기저 대역 신호로의 신호 변환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아날로그 기저대역 신호는 ADC(

110)에 제공되며, ADC(110)는 그 신호를 다른 처리를 위해 디지탈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한다.

RAKE 수신기(112)는, 제1 복조 브랜치(122), 제2 복조 브랜치(124), 제3 복조 브랜치(126) 및 제4 복조 브랜치(128

)를 포함하는 복수의 복조 브랜치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RAKE 수신기(112)는 4개의 복조 브랜치를 포함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복조 브랜치만을 갖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개수의 복조 브랜치도 이용될 수 있다. 복조 브

랜치는 활성화 시간 및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래의 설계로부터 변경되며, 아래에서 도 2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더

설명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논리 및 제어 회로(116)는 마이크로프로세서(117) 및 클럭(134)을 포함한다. 클럭(134)은 무선 

전화(104)의 타이밍을 제어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논리 및 제어 회로(116)는 무선 전화(104)의 다른 구성 요소에 

접속되지만, 도 1에서는 도면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상호 접속은 도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수신기 모뎀(111) 내의 탐색기 수신기(114)는 기지국(102)을 포함한 복수의 기지국으로부터 무선 전화(

104)에 의해 수신된 파일럿 신호를 검출한다. 탐색기 수신기(114)는 상관기를 이용하여 파일럿 신호를 무선 전화(10

4)에서 생성된 PN 코드로 역확산한다. 이러한 역확산 후에, 각 칩 주기로부터의 신호값이 미리 선택된 시간 간격에 

걸쳐 누산된다. 이것은 칩 값의 간섭성 합계를 제공한다. 이 합계가 임계 레벨과 비교된다. 일반적으로 임계 레벨을 초

과하는 합계는 파일럿 신호 타이밍 동기화에 이용될 수 있는 적합한 파일럿 신호 선을 나타낸다.

도 3을 참조하면, 탐색기 수신기(114)는 샘플 버퍼 시스템(200), 샘플 버퍼 시스템(200)에 접속된 2 위상 상관기(202

), 2 위상 상관기(202)에 접속된 에너지 계산기(204), 에너지 계산기(204)에 접속된 에너지 포스트-프로세서(206), 

에너지 포스트-프로세서(206)에 접속된 탐색기 출력 버퍼(208), 및 2 위상 상관기(202)에 접속된 PN 생성기 시스템

(210)을 포함한다. 샘플 버퍼 시스템(200)은 수신기 샘플 버퍼(230)에 접속된 지연 회로(220), 수신기 샘플 버퍼(230

)에 접속된 어드레스 생성기(226), 및 수신기 샘플 버퍼(230)에 접속된 멀티플렉서(238)를 포함한다. 2 위상 상관기(

202)는 제1 누산기(274)에 접속된 제1 역확산기(262) 및 제2 누산기(276)에 접속된 제2 역확산기(264)를 포함한다.

에너지 계산기(204)는 멀티플렉서(290)에 접속된 랫치 및 스케일 회로(284), 멀티플렉서(290)에 접속된 스퀘어링 회

로(squaring circuit)(294) 및 스퀘어링 회로(294)에 접속된 누산 회로(298)를 포함한다.

PN 생성기 시스템(210)은 실시간 PN 생성기(370)에 접속된 PN 시퀀스 어웨이크 상태 레지스터(360), 실시간 PN 

생성기(370)에 접속된 초기 PN 상태 레지스터(318), 초기 PN 상태 레지스터(318)에 접속된 고속 PN 생성기(372), 

고속 PN 생성기(372)에 접속된 마스크 레지스터(336) 및 고속 PN 생성기(372)에 접속된 다음 PN 상태 레지스터(34

0)를 포함한다.

실시간 PN 생성기(370)는 실시간 PN 롤(PNR) 카운터(312) 및 실시간 위치 카운터(314)에 접속된 실시간 선형 시퀀

스 생성기(LSG)(310)를 포함한다. 고속 PN 생성기(372)는 고속 PN 롤(PNR) 카운터(324) 및 고속 셀 카운터(326)에

접속된 고속 LSG(322)를 포함한다. 실시간 PN 생성기(370) 및 고속 PN 생성기(372) 내의 회로는 일반적으로 플립

플롭을 포함한다.

따라서, 슬롯형 페이징 모드에서 동작 가능한 CDMA 무선 전화는 적합한 신호 강도의 파일럿 신호를 찾기 위해 주기

적으로 활성화되는 탐색기 수신기를 포함하며, 상기 탐색기 수신기는 각 주기적 활성화 후에 파일럿 신호의 의사 랜덤

잡음(PN) 시퀀스 타이밍에 동기화한다. 또한, 무선 전화는 탐색기 수신기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 및 실

질적으로 탐색기 수신기의 각 주기적 활성화후마다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를 주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적어도 

하나의 복 조 브랜치가 탐색기 수신기의 각 주기적 동기화후마다 파일럿 신호의 PN 시퀀스 타이밍에 대하여 동기화

하게 지시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한다. 제어 회로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또한, 무선 전화는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에 접속된 시스템 타이밍 유닛을 포함하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실질적으로 탐색기 수신기의 각 주기적 

활성화후마다 시스템 타이밍 유닛을 주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시스템 타이밍 유닛이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의 

각 주기적 동기화후마다 파일럿 신호의 PN 시퀀스 타이밍에 대하여 동기화하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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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도 4의 타이밍도와 도 6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슬롯형 페이징 모드 동작동안 수신기 모뎀(111, 도 2)과 탐

색기 수신기(114, 도 2 및 도 3)가 슬립 상태로부터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도 4에서, PN 시퀀스

타이밍은 시간축(500)에 나타나 있고, 대응 무선 전화(104)의 이벤트는 시간축(502)에 나타나 있다. 시간축(500)은 

소정의 PN 칩 경계가 시간(506)에서 발생하고, 프레임 경계가 시간(508)에서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다.

셀룰러 시스템 표준에 의해 정의된 것과 같은 PN 시퀀스의 PN 롤 경계에 더하여, 소정의 PN 칩 경계(predetermined

PN chip boundary)로 칭해지는 다른 설계가 존재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소정의 칩 경계는 PN 시퀀스의 512번째 

칩 상에서 발생되도록 선택되므로 512-칩 경계로 칭해지며, 512-칩 경계에는 PN 롤 경계가 할당된다. IS-95 시스

템에서, 전송되는 칩 레이트는 1.2288㎒이므로, 512 칩 경계는 0.4166 msec마다 발생한다. 물론, 다른 소정의 칩 경

계도 사용될 수 있다. IS-95 시스템에서, 프레임 경계는 매 80msec마다 발생하고(예를 들어, 이것은 무선 전화가 깨

어나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여야하는 때임), 프레임 경계에는 PN 롤 경계에 정렬된다.

블록(600)에서, 무선 전화(104)를 슬롯형 페이징 모드로 동작시키는 방법이 시작한다. 무선 전화는 블록(602)에서 

슬립 상태로 들어간다.

블록(604)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17, 도 2)는 현재의 PN 시퀀스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현재의 PN 시퀀스 상태를 

PN 시퀀스 슬립 상태로서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무선 전화가 슬립 상태에 있는 동안 (예를 들어 도 4의 시간(504) 이

전), 수신기 모뎀(111, 도 2)의 일부에 대한 클럭 신호는 그 부분을 비활성화하도록 게이트 오프되고, 그 결과 전력 소

모가 감소된다. 예를 들어, 슬립 상태동안 RAKE 수신기(112), 탐색기 수신기(114),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 및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에 대한 클럭 신호는 게이트 오프된다.

무선 전화(104)는 소정의 기간 동안 슬립 상태로 유지되고, 마이크로프로세서(117)는 블럭(606)에서 그 시간을 계산

해 둔다(도 6). 마이크로프로세서(117)는 클럭(134)을 이용하여 유휴 시간을 계산할 수도 있고, 대안적으로는 슬립 

상태로 되지 않는 다른 클럭(도시되지 않음)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117) 외부의 클럭이 

이용될 수 있다. 시간(504, 도 4) 이전에, 마이크로프로세서(117)는 PN 슬립 상태와 무선 전화(104)가 슬립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을 이용하여, 블럭(608, 도 6)에서 PN 시퀀스 어웨이크 상태를 PN 시퀀스 어웨이크 상태 레지스터(36

0, 도 3)로 프로그래밍한다.

시간(504, 도 4)에서, WAKE 이벤트가 발생하므로, 수개의 수신기 모뎀(111, 도 2) 동작을 초기화한다. 탐색기 수신

기(114) 및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과 같은 수신기 모뎀(111) 회로의 적어도 일부는, 수신기 모뎀(111, 도 2)에 클

럭 신호를 공급하는 것에 의해 블럭(610, 도 6)에서 활성화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은 탐

색기 수신기(114)에 포함되고, 따라서 탐색기 수신기(114)의 부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신기 모뎀(111) 내에서 

탐색기 수신기(114)와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 이외의 회로는 게이트 오프된 채로 유지된다.예를 들면, RAKE 수신

기(112),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 및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은 초기에는 비활성 상태로 있다.

수신기 모뎀(111)의 일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칩 클럭 신호가 입력(306)(도 3)을 통해 실시간 PN 생성기(370)(

도 3)에 인가되어 실시간 PN 생성기(370)를 활성화시킨다. 칩 클럭 신호는 PN 칩 속도로 동작하고, 마이크로프로세

서, 논리 회로, 및 제어 회로(116)의 클럭(134)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클럭원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은 8배 클럭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활성화된다.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은 실시간 PN 생성기(370)

의 타이밍을 구성하고 조정하기 위해 제어 회로, 레지스터, 및 카운터를 포함한다.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 내의 카

운터는 실시간 클럭 신호보다 8배 빠른 속도로 카운트하고 PN 시퀀스의 고해상도 추적을 제공한다. 요약하면, 시간(

504)에서 수신기 모뎀(111) 회로의 약 20％만이 활성화된다. 이는 중간 저전력 모드로서 명시된다.

탐색기 수신기(114)의 적어도 일부분을 활성화한 후에, 탐색기 수신기는 전송된 신호를 획득하여야 하고, 도시된 실

시예에서, 전송된 신호는 적어도 하나의 파일럿 신호를 포함한다. 대안적 실시예에서, 전송된 신호는 하나 이상의 채

널 상의 다중 파일럿 신호를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채널상의 파일럿 신호는 부호 분할 다중화되거나 시분할 다중화

된다.

WAKE 이벤트의 일부로서, 블럭(612)(도 6)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17)는 WAKE 펄스를 인에이블시키고, 블럭(61

4)에서 PN 시퀀스 어웨이크 상태(awake state)가 PN 시퀀스 어웨이크 상태 레지스터(360)(도 3)로부터 판독되고 실

시간 PN 생성기(370)에 로딩되어 타이밍 기준을 생성한다. 이 어웨이크 상태 정보는 실시간 LSG(310)(도 3)로 로딩

되는 동위상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의 15 비트 상태를 포함한다. 어웨이크 상태는 실시간 PN 롤 카운터(312)(도 3)

의 15 비트 상태도 또한 포함한다. PN 롤 카운터(312)는 PN 시퀀스 내의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최종 PN 롤 경계로

부터 칩의 개수와 심볼의 개수를 카운트한다. 이 롤 카운터 정보는 시간(506)(도 4)에서 발생할 고 해상도 SLAM을 

획득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블럭(616)(도 6)에서, WAKE 펄스는 실시간 위치 카운터(314)(도 3)를 초기값(예를 들면, 상태)으로 초기화시킨다. 

실시간 위치 카운터(314)는 활성화의 후단에서 사용되고 실시간 PN 생성기(370)가 슬루(slew)될 때마다 상태를 변

경한다. 예를 들면, 실시간 PN 생성기(370)가 4 칩 만큼 슬루되면, 실시간 위치 카운터(314)는 이를 추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슬루 제어는 선(308)에 인가되고, 실시간 위치 카운터(314)의 상태 또는 값은 실시간 PN 생성기(370)가 

슬루되지 않고 있을 때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블럭(618)(도 6)에서, 실시간 PN 생성기(370)는 입력(306)에 제공된 칩 클럭 신호의 레이트와 거의 동일한 제1 레이

트로 PN 시퀀스를 발생시키기 시작한다. 이 제1 레이트는 수신된 신호의 칩 레이트와 거의 동일하다. 칩 클럭 신호는

수신기 모뎀(111) 동작 속도면에서 제1 레이트를 표현한다. 그리고나서, 실시간 LSG(310)는 매 클럭 사이클마다 PN

시퀀스의 I 및 Q 샘플을 발생시키기 위해 칩 레이트로 PN 시퀀스 실시간 상태를 증가시키고, 블럭(620)(도 6)에서 실

시간 PN 롤 카운터(312)는 매 클럭 사이클마다 제1 레이트로 증분한다. 이 PN 시퀀스 발생은 수신된 PN 시퀀스의 

위치의 초기 추정값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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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기 수신기(114)(도 2 및 3)는 그리고나서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여 시스템 타이밍을 획득한다. 블럭(622)(도 6)에

서, PN 생성기(370)가 PN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동안, ADC(110)(도 2)는 아날로그 선단(108)로부터 전송된 아날로

그 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동위상(I) 입력(212) 및 직교 위상(Q) 입력(214)(도 3)에 인가되는 디지털 샘플

로 변환한다. 칩 지속시간(chip duration)의 절반만큼 지연된 디지털 샘플을 포함하는 디지털 샘플의 지연된 버젼이 

지연 회로(220)에 의해 생성된다.

블럭(624)(도 6)에서, 디지털 샘플 및 디지털 샘플의 지연된 버젼은 수신기 샘플 버퍼(230)에 저장된다. 지연된 버젼

은 수신기 샘플 버퍼(230)가 샘플로 채워진 이후의 고속 파일럿 신호 탐색 동안 절반 칩 시간으로 분리된 두 에너지가

동시에 계산될 수 있도록 생성된다. 복제 하드웨어가 탐색기 수신기(114)[예를 들면, 2 위상 상관기(202)로 본 명세

서에 도시된 두 개의 상관기 대신에 단지 하나의 상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도입 샘플의 지연된 버젼을 생성할

필요가 없는 경 우가 있다. 대안적으로, 보다 많은 상관기가 탐색기 수신기(114)에 포함되어 있다면, 보다 많은 지연

된 버젼이 발생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지연된 버젼이 디지털 샘플이 수신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생성되므로, 파일럿 

신호 디지털 샘플의 검출은 칩 레이트의 거의 두 배로 발생한다.

주소 생성기(226)는 수신기 샘플 버퍼(230)에 디지털 샘플의 각각과 디지털 샘플의 지연된 버젼을 기록할 위치(및 이

후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할 위치)를 명령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수신된 I 및 Q 디지털 샘플은 각 4 비트이어서, 단

일 I-Q 샘플 쌍에 대해 8 비트를 내놓고, 지연된 버젼은 또다른 8 비트를 내놓는다. 결합된 I-Q 쌍 및 지연된 버젼은 

16 비트를 포함하고, 그러므로 수신기 샘플 버퍼(230)의 폭은 16비트이다. 1024개의 16 비트 샘플을 위한 메모리 장

소가 있다. 다른 메모리 구성 및 비트 구조도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두 가지 클럭 신호가 멀티플렉서(238)에 인가된다.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칩 클럭 신호는 제1 입력(232)에 인가

되고, 고속 클럭 신호는 제2 입력(234)에 인가된다. 고속 클럭 신호는 칩 클럭 신호보다 빠른 속도로 동작한다. 클럭 

신호는 입력(236)을 제어하는 제어 신호의 인가에 의해 선택된다. 수신기 샘플 버퍼(230)가 디지털 샘플을 로딩하는 

동안, 칩 클럭 신호는 멀티플렉서(238) 상에서 선택된다. 그리고나서, 디지털 샘플은 실시간 클럭 속도로 버퍼에 로딩

되지만, 지연된 버젼은 디지털 샘플이 수신됨과 거의 동시에 생성되므로, 파일럿 신호 디지털 샘플의 검출 및 저장은 

칩 속도의 거의 두 배로 발생한다.

수신기 샘플 버퍼(230)에 저장된 샘플은 탐색기 수신기(114)에 의해 수신된 파일럿 신호를 표현한다. 신호는 직접 수

신된 파일럿 신호 및/또는 다중 경로 선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신기 샘플 버퍼(230)는 수신된 신호의 복수의 

샘플을 저장하기 위한 버퍼를 제공한다.

바로 그 제1 I 및 Q 샘플이 수신기 샘플 버퍼(230)에 기록될 때, 이 시점에서 실시간 PN 생성기(370)의 PN 상태가 

알려지고, 초기 PN 상태 레지스터(318)에 로딩된다. 이는 저장된 샘플이 실시간 PN 생성기(370)에 의해 발생된 PN 

시퀀스로 어떻게 참조되는지를 표시할 것이다.

파일럿 신호를 검출한 후에, 실시간 PN 생성기(370), 및 따라서 탐색기 수신기(114)는 적어도 검출된 파일럿 신호의 

일부에 관련된 PN 시퀀스 타이밍에 동기화된다. 그러므로, 수신기 샘플 버퍼(230)(도 3)가 채워진 후의 시간(512)(도

4) 동안, 고속 탐색을 행하여 적절한 파일럿 신호에 대한(예를 들면, 소정의 임계값을 넘는 상관 에너지를 생성하는 

파일럿 신호에 대한) 저장된 샘플을 탐색한다. 고속 탐색을 위해, 실시간 PN 생성기(370)를 제외한 탐색기 수신기(11

4)(도 2 및 3)의 거의 모든 회로는 고속 클럭 신호[도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속 클럭 신호가 제2 멀티플렉서 

입력(234), 제2 누산기 입력(278)의 고속 클럭 입력(278), 및 입력(328)의 고속 PN 시퀀스(372)로 인가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보다 빠른 속도로 동작한다. 그러므로, 멀티플렉서(238)는 입력(232)에 주어진 칩 클럭 신호로부터 

제2 입력(234)(도 3)에 주어진 고속 클럭 신호로 전환된다.

블럭(626)(도 6)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17)(도 2)는 저장된 샘플을 탐색하기 위한 윈도우의 사이즈를 결정한다. 예

를 들면, 4개의 윈도우 사이즈는 PN 공간 의 4개의 분리된 절반 칩 옵셋을 탐색하는 것을 표시한다. 2 위상 상관기(2

02)(도 2)가 2개의 상관기를 포함하므로, 두 개의 다른 옵셋이 동시에 탐색될 수 있다. 다른 적절한 윈도우 사이즈가 

선택될 수 있고, 다른 하드웨어 구성이 그이상 또는 그 이하의 탐색이 동시에 수행되도록 고려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블럭(628)(도 6)에서, 전술한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의 탐색 중 하나는 마이크로프로세서(117)에 의해 초기화된다. 탐

색기 수신기(114)는 고속 클럭의 제2 레이트로 적절한 PN 시퀀스 옵셋을 탐색한다. 적절한 PN 시퀀스 옵셋은 검출된

디지털 샘플에 대해 높은 상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제2 레이트는 제1 레이트보다 높다.

탐색의 제1쌍에 대해, 고속 PN 생성기(372)(도 3)의 고속 셀 카운터(326)가 0으로 초기화된다. 초기 PN 상태 레지스

터(318)에 저장된 PN 상태는 고속 LSG(322) 및 고속 PNR 카운터(324)가 적절한 값으로 설정되도록 고속 PN 생성

기(372)로 로딩된다. 이는 탐색되고 상관된 샘플이 샘플이 원래 검출되어 수신기 샘플 버퍼(230)에 기록될 때 주어진

실시간 PN 시퀀스로 참조될 것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고속 PN 생성기(372)는 보다 높은 클럭 속도에서 원래의 실시

간 PN 시퀀스를 재생하고 그 PN 신호를 제1 역확산기(262) 및 제2 역확산기(264)(도 3)에 인가할 것이다. 동위상 P

N 시퀀스는 라인(330)을 통해 인가되고, 직교 위상 PN 시퀀스는 라인(332)(도 3)을 통해 인가된다.

고속 PN 생성기(372)가 PN 시퀀스에서 한 칩을 증가시킬 때, 그 상태는 다음 PN 상태 레지스터(340)에 저장된다. 

이는 소정의 윈도우 사이즈 내의 다음 고속 탐색을 위한 시작점으로서 사용될 것이다. 다음 시작점은 반 칩 증가는 이

미 디지털 샘플의 지연된 버젼으로부터 상관되었기 때문에 초기 PN 상태로부터 완전한 칩을 진전된다.

2 위상 상관기(202)(도 3)는 수신기 샘플 버퍼(230)의 샘플과 고속 PN 생성기(372)로부터 발생된 PN 시퀀스와 상관

시켜 상관 결과를 생성한다. 블럭(630)(도 6)에서, 상관이 시작된다. 상관 프로세스를 위해, 샘플은 먼저 제1 역확산

기(262) 및 제2 역확산기(264)와 역확산된다. 역확산기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적산기 또는 다른 역확산 회로이다. 다

음으로, 역확산 데이터는 제1 누산적기(274) 및 제2 누산기(276)에 인가된다. 누산기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누산 및 

합산 회로 및 논리 회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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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누산기(274) 및 제2 누산기(276)에서 발생된 합은 에너지 계산기(204)로 인가된다. 누산된 신호는 먼저 랫치 및 

스케일 회로(284)로 인가된다. 랫치 및 스케일 회로(284)는 플립플롭 회로를 포함하고, 대안적으로 제1 누산기(274) 

및 제2 누산기(276)과 결합될 수 있다. 랫치 및 스케일 회로(284) 내에 결합된 논리 회로는 누산된 값을 에너지 후 처

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이즈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랫치 및 스케일 회로(284)는 에너지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간 상관 결과 또는 완전 상관 결과(예를 들면, 전술한 

상관 길이동안의 상관 결과)를 랫치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면, 특정 PN 옵셋에 대한 전술한 상관 길이가 256 칩

이면, 중간 길이는 64 칩으로 선택될 수 있다. 제1 64 칩이 2 위상 상관기(202)에서 누 산될 때, 누산된 값은 랫치되

고, 그 에너지 값이 계산되어 에너지 포스트-프로세서(206)의 임계값 입력(295)에 주어진 중간 임계값과 비교된다. 

중간 에너지 계산은 고속 탐색을 위해 현재 사용되는 옵셋이 적절하게 높은 에너지 결과를 생성하는지를 판정하여 먼

저 수행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특정 옵셋에 대한 고속 탐색은 중지하고, 다음 PN 옵셋에 대해 고속 탐색을 계속한다.

다른 전술된 상관 길이 및 중간 상관 길이가 사용될 수 있다.

중간 계산된 에너지값이 중간 에너지 임계값보다 크면, 2 위상 상관기(202)는 랫치되지 않고 그 PN 옵셋에 대한 나머

지 샘플은 역확산되고 전술한 누산 길이에 대해 2 위상 상관기(202)를 통해 누산된다. 랫치 및 스케일링된 누산값은 

멀티플렉스(290)에 인가되고 이어 제곱화 회로(294)로 인가된다. 그리고나서, 누산된 I 0 는 먼저 제곱화 회로(294)

로 인가되어 제곱화되고, 상관의 총 에너지 값(예를 들면, I 0
2 +Q 0

2 )을 생성하기 위해서 누산 회로(298)에 인가

된다. 그리고나서, 누산된 Q 0 가 제곱화되고, 누산 회로(298)에 인가된다.

에너지 값은 에너지 포스트-프로세서(206)의 임계값 입력(295)에 주어진 제2 임계값에 비교된다. 에너지값이 제2 임

계값보다 크면, 그 에너지 값과 관련된 에너지 표시자 비트는 하이로 된다. 에너지값이 제2 임계값 이하인 경우, 이러

한 에너지값과 관련된 에너지 표시기 비트는 확실히 낮아진다.

고속 탐색의 초기에, 모든 탐색기 출력 버퍼(208) 내의 모든 저장 위치는 제로로 초기화된다. 제1 상관 에너지값과 함

께 이와 연관된 에너지 표시기 비트가 라인(296)을 통해 탐색기 출력 버퍼(208)로 인가되어, 저장 위치 중 하나에 저

장된다.

고속 탐색을 통해, 에너지 포스트-프로세서(206)는 탐색기 출력 버퍼(208) 내의 위치가 최하 에너지 신호를 저장하

는 트랙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계산된 에너지값이 탐색기 출력 버퍼(208) 내에 이미 저장된 최소 에너지를 갖는 신

호보다 큰 경우, 에너지 포스트-프로세서(206)는 탐색기 출력 버퍼(208) 내에서 라인(297)을 통해 위치를 전송함으

로써 새로이 계산된 에너지값이 레지스터를 겹쳐쓰도록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속 탐색이 초기화될 때, 탐색기 출력 버퍼(208)이 초기화되어, 그 저장 위치 내의 모든 에너지 값

을 제로로 설정한다. 계산된 제1 에너지값이 저장 위치에서 초기화된 제로들보다 크므로, 계산된 제1 에너지는 탐색

기 출력 버퍼(208) 내에 자동적으로 기입된다. 소정의 상관 길이에 걸쳐 최종적으로 누산된 값이 제2 임계값 이하인 

경우에도, 확실히 낮은 연관된 에너지 표시기 비트에 의해 에너지 값이 탐색기 출력 버퍼(208) 내에 저장된다. 탐색기

출력 버퍼(208)가 풀일 때, 더 많은 탐색이 수행되는 경우, 계산된 에너지값을 저장된 에너지값과 비교한다(윈도우 사

이즈가 버퍼 사이즈보다 크므로). 새로이 계산된 에너지값이 큰 경우, 새로이 계산된 에너지값을 저장된 에너지값에 

겹쳐쓴다. 저장된 에너지값이 에너지 포스트-프로세서(206)로 패스백되어 라인(296)을 통해 비교된다.

각 저장된 에너지값의 판독/기입 위치가 선택 입력(300)에서 인가된 탐색기 위치 신호에 의해 선택된다. 이러한 탐색

프로세스는 규정된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고속 탐색이 수행될 때까지 반복된다.

4개의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서, 총 4번의 고속 탐색이 한번에 2번씩 수행된다. 동시에 수행되는 제1 고속 상관 페어

는 I 0
2 +Q 0

2 및 I 1
2 +Q 1

2 의 에너지값을 생성한다. I 0 /Q 0 및 I 1 Q 1 과 관련된 2개의 제1 고속 탐색이 

수행된 후에도 여전히 2개의 탐색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 고속 탐색에 대해서, 어드레스 생성기(226)(도 3)는 블럭(632)에서 수신기 샘플 버퍼(230) 내의 포인터를 제1 

기입 데이터 샘플로 이동시킨다(도 6). 또한, 고속 LSG(322)에 대한 개시 상태는 다음-PN-상태 레지스터(340)로부

터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상태는 초기 PN 상태에 저장된 상태로부터 1칩 앞선 상태이다(2개의 제1 상관 관계가 제로

PN 옵셋과 1/2 칩 PN 옵셋 이상이므로).

고속 셀 카운터(326)는 고속 PN 생성기(372)가 처음부터 초기 PN 상태 레지스터(318)에 저장된 초기 PN 상태로부

터 옵셋될 때마다 증가한다. 예를 들면, 4개의 윈도우 사이즈의 2개의 제1 상관 관계에 대해, 고속 셀 카운터(326)는 

제로의 값을 갖는다. 고속 PN 생성기(372)가 다음 2개의 상관 관계보다 1칩 앞설 때, 고속 셀 카운터(326)는 하나의 

값으로 증가한다. 고속 탐색 프로세스가 1칩 앞선 PN 시퀀스로 초기화된다.

수행된 고속 탐색의 수가 선택된 윈도우 사이즈와 동일한 경우, 고속 탐색 프로세스가 판정 블럭(634)에서 완료한다. 

블럭(636)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17) 는 탐색기 출력 버퍼(208) 내에 저장된 에너지를 라인(304)을 통해 판독하여

, 파일롯 신호 광선과 관련된 최상의 에너지값 뿐 아니라 파일롯 신호의 PN 시퀀스 위치를 판별한다. 이는 파일롯 신

호의 PN 시퀀스 타이밍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블럭(638)에서(도 6), 실시간 PN 생성기(370)(도 3)가 슬루(slew)되어, 선택된 파일롯 신호의 위상과 일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LSG(310) 및 실시간 PNR 카운터(312)가 슬루되어, 선택된 광선의 위상과 일치하게 되고, 실시

간 위치 카운터(314)는 슬루잉(slewing)를 추적하기 위해 증가한다. 실시간 PN 생성기(370) 및 탐색기 수신기(114)

는 선택된 파일롯 신호의 PN 시퀀스 타이밍과 동기한다.

시간(506)에 앞서(도 4), 무선 전화(104)가 블럭(640, 642)에서 저전력 모드가 된다(도 6). 다시 말하면, 무선 전화(1

04)는 저전력 모드로부터 복조 모드로 스위치된다. 복조 모드에 대해서, 클럭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수신기 모뎀(111)

내의 많은 회로가 인에이블된다. 예를 들면,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은 블럭(652)에서 클럭 신호를 자신에 인가함으

로써 인에이블된다(도 6). 클럭 신호의 게이트된 버젼이 블럭(636)에서 RAKE 수신기(112)의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

랜치 및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에 인가되어(도 6), 이들을 블럭(654)에서 인에이블되게 한다(도 6). RAKE 수신기(



등록특허  10-0453474

- 9 -

112)의 각각의 복조 브랜치에 인가된 클럭 신호는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으로의 클럭 신호의 게이트된 버젼이므로

, RAKE 수신기(112)의 각각의 복조 브랜치는 개별적으로 게이트 온 또는 오프된다. 이 때 모든 복조된 브랜치가 활

성화될 필요는 없다.

시간(506)에 바로 앞서(도 4), 블럭(644)에서 복조 브랜치 동기가 초기화된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를 

활성화시킨 후,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가 탐색기 수신기(114)의 실시간 PN 생성기(370)와 동기화된다. 이러한 

브랜치 동기화는 도 2, 3, 4, 및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5는 탐색기 수신기(114)의 실시간 PN 생성기(370)가 

탐색 타이밍 유닛(42),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 및 각각의 복조 브랜치(예를 들면, 제1 복

조 브랜치(122), 제2 복조 브랜치(124), 제3 복조 브랜치(126), 및 제4 복조 브랜치(128))에 대한 브랜치 PN 생성기

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5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특정 타이밍 블럭 회로만이 탐색기 수신기(114), 복수의 복조 브랜치(122, 124, 126, 

128), 및 시스템 타이밍 유닛에 대해 도시된다. 이는 대표적인 상호 작용 블럭 다이어그램으로서, 더 많은 수의 회로

들이 각 블럭과 연관된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또한, 명백하게, 제1 복조 브랜치(122)에 대한 브랜치 PN 생

성기(534)가 도시되고, 각각의 복조 브랜치는 유사한 브랜치 PN 생성기를 갖는다.

복조 브랜치 동기화에서 2단계가 수행된다. 먼저,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이 탐색기 수신기(114)와 동기화된다. 이

는 라인(532)을 통해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도 2 및 도 5)이 그 위상을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도 2 및 도 5)의 

고해상도의 위상과 동기시키는 마이크로프로세서(117)에 의해 이루어진다.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과 같이,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은 제어 회로, 레지스터, 및 고해상도의 위상 카운터를 포함한다. 브랜치 타이밍 유닛은 브랜치 PN 

생성기에 대 한 타이밍을 구성하여 조정한다. 둘째,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가 탐색기 수신기(114)의 실시간 PN 

생성기(370)의 위치와 동기화된다. 이는 라인(550)을 통해 PN 롤 카운트의 상태 및 PN 위치 카운트의 상태를 포함하

는, 실시간 PN 생성기(370)의 탐색기 수신기(114)로부터의 PN 상태 정보를,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의 PN 생성

기로 로딩함으로써 이루어진다(여기서, 제1 복조 브랜치(122)의 브랜치 PN 생성기(534)).

실시간 LSG(310)의 위치가 제1 브랜치 LSG(536) 내로 로드되고, 실시간 PNR 카운터(312)의 상태(이하, PN 롤 카

운트의 상태로 언급함)가 제1 브랜치 PNR 카운터(538) 내로 로드되고, 실시간 위치 카운터(314)(이하, PN 위치 카운

트의 상태로 언급함)는 제1 브랜치 위치 카운터(540) 내로 로드된다. 이러한 브랜치 동기화 프로세스는 초기에 하나

의 복조 브랜치 상에서만 수행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복조 브랜치가 활성화되어 탐색기 수신기(114)와 동기화될 수 

있다. 이때, 선택된 복조 브랜치는 동기화되었다.

시간 존속 기간(512)의 실제 존속 기간을 고려하면, 실시간 PN 생성기(370)의 슬루잉 프로세스 및 브랜치 동기화 프

로세스가 매우 고속으로 수행되어, 전체 시간 존속 기간에서 무시할 만한 작은 부분을 나타낸다. 또한, 파일롯 신호 고

속 탐색이 높은 클럭 속도에서 수행되므로, 고속 탐색 프로세스는 종래의 스펙트럼 확산 시스템에 비해 훨씬 빠르게 

수행된다. WAKE 이벤트, 고속 파일롯 탐색, 및 브랜치 동기화를 완료하기 위한 시간 존속 기간(512)(도 4)은 5㎳ 단

위이다. 시간 존속 기간(410)으로서 도시된(도 1) 종래에 WAKE 이벤트, 파일롯 탐색, 및 탐색기 수신기/브랜치 동기

화를 완료하기 위한 시간은 30㎳ 단위이다. 따라서, 종래에 비해 WAKE 이벤트, 파일롯 탐색 프로세스, 슬루잉, 및 브

랜치 동기화 동안 작은 수의 회로를 턴 온하는 것 뿐 아니라 종래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동작함으로써 전력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탐색기 수신기(114) 및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가 선택된 파일롯 신호의 PN 시퀀스 타이밍과 동기되므로, 수신기

모뎀(111)의 나머지도 동기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도 2 및 도 5)도 블럭(646)에서 동

기되어야 한다.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은 RAKE 수신기(112)(도 2)와 다른 회로의 기능 및 상호 작용을 제어한다. 

시스템 타이밍 유닛은 수신기 모뎀(111)에게 RAKE 수신기(112)의 다중 브랜치로부터의 복조된 데이터의 결합 방법

을 지시하여, 프레임 및 심볼 타이밍을 생성하고, 수신기 모뎀(111) 내에서 회로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타이밍 

정보를 일반적으로 추적한다.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도 5)을 동기화하는 것을 SLAM 이벤트라한다. 도 4를 참조하여, SLAM은 시간(506)에서 

발생한다. 탐색기 수신기(114) 및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가 이미 파일롯 신호와 동기하였으므로, SLAM은 시스

템 타이밍 유닛(146)으로 필요한 정보를 패스함으로써 소정의 PN 팁 경계에서 발생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소정

의 PN 팁 경계는 PN 롤 경계에 비해 시간적으로 훨씬 빨리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소정의 PN 칩 경계는 512 칩 마

다 발생하고, PN 롤 경계는 2 15 칩 마다 발생한다. 따라서, 소정의 PN 칩 경계는 PN 시퀀스의 총 길이보다 짧은 것

을 나타낸다.

종래의 무선 전화에 비해 디코딩이 시작하는 시간(508)에 훨씬 근접하여 동기화가 발생하므로, PN 롤 경계보다 작은

소정의 PN 칩 경계에서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을 동기하는 것을 고해상도 SLAM이라 한다. 예를 들면, 512-칩 경

계에 대해, SLAM은 페이지 디코딩이 시작할 때 시간(508)에 비해 대략 0.42㎳ 빨리 발생하고, 이는 다음의 이용가능

한 PN 롤 경계에서 SLAM을 시작하는 종래의 무선 전화와 비교되고, 페이지 디코딩이 시작하기 대략 26.6㎳ 전에 발

생한다.

SLAM 이벤트 동안, PN 상태 정보가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로부터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으로 전송된다. 구체

적으로, 브랜치 PNR 카운터(예를 들면, 브랜치 PNR 카운터(538))의 상태가 복수의 라인(554)을 통해 시스템 시간 

카운터(558)로 향하게 된다. 브랜치 위치 카운터(예를 들면, 브랜치 위치 카운터(540)의 상태가 복수의 라인(556)을 

통해 기준 위치 카운터(560)로 전송된다. 시스템 시간 카운터(558)는 셀룰러 네트워크 시스템 시간을 추적하고, 기준

위치 카운터(560)는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이 추적하는 광선의 위치를 참조한다. 시스템 타이밍 제어(562)는 시스

템 타이밍 유닛(146) 내의 활동을 제어하여 조정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117)로부터 지시된 입력(542)에서의 명령을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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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복조 브랜치에 대한 PN 신호가 각 브랜치 LSG에 의해 생성되어, 복수의 라인(552) 상에서 나타난다. 블럭(648)에

서(도 6), PN 신호는 페이징 메시지를 디코드하도록 각 브랜치에 의해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시간(508)에서 시작하는

데이터를 복조한다. 이러한 방법은 페이징 메시지가 디코딩될 때 블럭(650)(도 6)에서 종료한다.

블럭(636) 이후 발생하는 상이한 시퀀스 단계를 갖는 또 다른 실시예가 도 6에 도시된다. 시간 존속 기간(512) 동안(

도 4), 블럭(652)에서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이 활성화되고, 블럭(654)에서는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과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가 활성화된다. 브랜치 타이밍 유닛(140) 및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가 탐색 타이밍 유닛(142)

및 탐색기 수신기(114)와 각각 블럭(656)에서 동기화된다.

블럭(658)에서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가 적어도 하나의 파일롯 신호의 PN 타이밍으로 슬루된다. 브랜치 LSG(53

6) 및 브랜치 PNR 카운터(538)가 슬루되어, 선택된 광선의 위상과 일치하게 되고, 브랜치 위치 카운터(540)는 슬루

를 추적하도록 증가된다. 블록(646)(도 6)에서, 시스템 타이밍 유닛(146)은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에 대해 동기

화된다. 파일럿 신호의 PN 시퀀스 타이밍을 획득한 후 시스템 타이밍 유닛 및 복조 브랜치를 활성화 및 동기화시키는

다른 실시예들이,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는 분명해질 것이다.

다른 대안적 실시예에서, 탐색기 수신기(114)는 수신기 샘플 버퍼(230) 및 고속 PN 생성기(372)를 포함하지 않는다.

탐색기 수신기의 활성화 후에 시스템 타이밍 유닛 및 복조 브랜치에 클럭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탐색기 수신기가 여전

히 먼저 인에이블되어 전력을 절감하게 된다.

시스템 타이밍 유닛을 활성화시키고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탐색기 

수신기의 적어도 일부를 활성화한 후 발 생되는 소정 이벤트가 발생된 후에 활성화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소정

의 이벤트는 또한 적어도 하나의 파일럿 신호의 PN 시퀀스 타이밍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된 단계중 어느 하나의 개시 

또는 완료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확산 스펙트럼 다중 접속 무선 전화 수신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및 장

치를 제공한다. 복조 브랜치 및 시스템 타이밍 유닛은 소정 이벤트가 발생된 후에만 활성화되어, 실제적인 전력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시스템 타이밍 유닛에 소정 상태 정보를 제공하면, 시스템 타이밍 유닛이 PN 롤 경계보다 적은 소

정 칩 경계에서 동기화되게 되어, 수신기 모뎀이 정보를 보다 신속히 디코드할 수 있게 되어 부가적인 전력 절감을 꾀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 절감으로 인해 보다 오랜 시간의 통화가 가능하게 되고 보다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탐색기 수신기 또는 복조기 브랜치에 대한 슬루잉(slewing) 동작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설계상의 융통

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양호한 설명에 대한 상기한 설명은,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이 확산 스펙트럼 무선 전화 수신기를 활성화시

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제조할 수 있게 하도록 제공된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이들 실시예의

다양한 변형이 용이할 것이며, 본 발명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실시예에 본 명세서에 정의된 기본 원리들이 적

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LAM을 수행하기 위한 소정의 칩 경계는 512 칩 경계 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획득 모드로 활성화되는 무선 전화에, 슬롯형 페이징 모드에서의 활성화 방법이 적합하게 되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무선 전화가 먼저 턴온되면, 적절한 파일럿 신 호가 검출 및 획득될 수 있도록 탐색기 수신기가 먼저 활

성화될 수 있다. 이것은 대형의 PN 시퀀스 공간 및 아마도 모든 PN 시퀀스 공간조차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

다. 상기와 유사하게, 복조 브랜치 및 시스템 타이밍 유닛은, 탐색기 수신기의 활성화 후 소정량의 시간을 발생시키는 

소정의 이벤트가 발생된 후에만 활성화된다.

중간 수용 모드

획득 모드는 무선 전화(104)가 기지국과의 통신 링크를 아직 수립하지 않아 적절한 PN 시퀀스 타이밍을 획득하지 않

은 경우이다. 이러한 한 실시예는 무선 전화(104)가 PN 시퀀스 타이밍을 획득되어야 하도록 무선 전화(104)가 먼저 

턴온될 때이다. 현재의 무선 전화에서는, 사용자는 긴 획득 시간(예를 들어, 사용자가 무선 전화를 턴온시킨 후 그 무

선 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전의 긴 대기 시간)에 대해 불평한다. 이러한 긴 획득 시간은, 탐색기 수신기가 전체 PN 공

간(예를 들어, 2 15 윈도우 사이즈)을 탐색하기 때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당연하다. 따라서, 탐색기 수신기는 2 15

상이한 PN 시퀀스 칩 옵셋에 대응하는 상관을 달성하게 된다. 탐색기 수신기는 적절한 PN 시퀀스 타이밍에 대한 미

리 알고 있지는 않다.

무선 전화(104)에서, 중간 수용 모드가 정의된다. 이 모드에서는, 탐색기 수신기(114)(도 2 및 도 3)는 수신기 샘플 

버퍼(230)(도 3)에 디지털 샘플을 저장한다. 수신기 샘플 버퍼(230)로 제1의 I 및 Q 샘플이 기록되면, 이 순간의 실시

간 PN 생성기(370)(도 3)의 PN 상태가 주목되어 초기 PN 상태 레지스터(318)(도 3)에 로딩된다. 이것은 저장된 샘

플이 실시간 PN 생성기(370)에 의해 생성된 PN 시퀀스를 어떻게 참조하는 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다. 획득 모드에는 

슬롯형 페이징 모드 슬립 이력이 없기 때문에, PN 시퀀스 타이밍에서의 개시점이 임의적이다. 설계자는, 특정 셀룰러

전화 규격에 의해 정의된 임의의 유효 PN 시퀀스 개시 상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디지털 샘플은 저장된 후 적절한 조사의 PN 시퀀스 타이밍을 발견하는 고속 상관이 달성된다. 그

러나, 중간 수용 모드에서, 탐색기 수신기(114)는 전체 PN 공간(예를 들어, 2 15 윈도우 사이즈)을 반드시 탐색할 필

요는 없다. 상관 처리중에, 특정 PN 옵셋이 획득 임계 에너지 이상인 상관 에너지를 생성하면, 고속 상관이 인터럽트

되고 PN 옵셋에 대응하는 PN 시퀀스 터이밍이 복조 브랜치중 하나에 할당된다(도 2). 따라서, 중간 수용 모드에서, 

획득 임계 에너지가 초과되거나 모든 탐색 윈도우(2 15 옵셋)가 완료될 때까지 PN 공간이 탐색된다.

도 7은 중간 수용 모드의 동작 방법을 도시하는 플로우도이다. 이러한 방법은 블록(700)에서 개시한다. 블록(704)에

서 마이크로프로세서(117)(도 2)는 레지스터(예를 들어, PN 시퀀스 어웨이크 상태 레지스터(360))에 PN 시퀀스 개

시 상태룰 저장하며 탐색기 출력 버퍼(208)(도 3)내의 모든 저장 장소가 0으로 초기화된다.

블록(708)에서, 탐색기 수신기(114) 및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과 같은 수신기 모뎀(111) 회로의 적어도 일부는 수

신기 모뎀(111)(도 2)에 클럭 신호를 인가 함으로써 활성화된다. 탐색기 수신기(114) 및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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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수신기 모뎀(111) 내의 회로는 차단될 수 있어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실시간 PN 생성기(37

0)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입력(306)(도 3)을 통해 실시간 PN 생성기(370)(도 3)에 칩 클럭 신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클럭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탐색기 수신기의 활성화가 달성된다. 또한, 전술된 바와 같이, 클럭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탐색기 타이밍 유닛(142)이 활성화된다.

블록(712)에서, PN 시퀀스 개시 상태는 PN 시퀀스 어웨이크 상태 레지스터(360)(도 3)로부터 판독되며, 타이밍 기

준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간 PN 생성기(370)로 로드된다. PN 시퀀스 개시를 로딩하는 것은 동상 및 직교상 PN 시퀀

스의 15비트 개시 상태를 실시간 LSG(310)(도 3)에 로딩하는 것, 실시간 PN 롤 카운터(312)(도 3)의 15비트 상태를 

초기화하는 것, 및 실시간 위치 카운터(314)(도 3)를 초기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실시간 위치 카운터(314)는 최종 활성화 단계에서 사용되며 실시간 PN 생성기(370)가 슬루잉될 

때마다 상태를 변경시킨다. 예를 들어, 실시간 PN 생성기(370)가 4개의 칩에 의해 슬루잉되면, 실시간 위치 카운터(3

14)가 그것을 추적하게 된다. 슬루잉 제어가 라인(308)상에 인가되고 실시간 PN 생성기(370)가 슬루잉되지 않을 때 

실시간 위치 카운터(314)의 상태 또는 값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블록(716)(도 7)에서, 실시간 PN 생성기(370)는 제1 레이트로 PN 시퀀스를 생성하기 시작하여 PN 시퀀스의 I 및 Q 

샘플을 생성하는 칩 레이트로 PN 시퀀스 실 시간 상태를 증가시킨다. 블록(720)(도 7)에서, 실시간 PN 롤 카운터(31

2)는 PN 시퀀스의 생성과 일치하여 제1 레이트로 증가한다. 블록(724)에서 무선 전화(104)는 기지국(102)에 의해 전

송된 신호를 수신한다. 그 동안, 무선 전화(117)는 무선 전화(104)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한다.

한전된 시간의 경과후에, PN 생성기(370)가 PN 시퀀스를 생성하는 중에 무선 전화(117)는 블록(726)(도 7)에서 개

시 탐색 커맨드를 생성하고, ADC(110)(도 2)응 아날로그 전단(108)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고 이 아

날로그 신호를 동상(I) 입력(212) 및 직교상(Q) 입력(214)(도 3)에 인가될 디지털 샘플로 변환한다. 칩 주기의 1/2만

큼 지연된 디지털 샘플을 포함하는 지연 변형된 디지털 샘플이 지연 회로(220)에 의해 생성된다. 디지털 샘플 및 지연

변형된 디지털 샘플은 PN 시퀀스를 생성하는 PN 생성기(370)에 응답하여(예를 들어, 일치하여) 수신기 샘플 버퍼(2

30)에 저장된다.

블록(729)에서, 수신기 샘플 버퍼(230)에 제1의 I 및 Q 샘플이 기록될 때, 이 때의 실시간 PN 생성기(370)의 PN 상

태가 주목되어 초기 PN 상태 레지스터(318)로 로딩된다. 이것은 실시간 PN 생성기(370)에 의해 생성된 PN 시퀀스

에 대한 저장 샘플을 참조한다.

수신기 샘플 버퍼(230)(도 3)가 채워진 후, 블록(730)(도 7)에서, 멀티플렉서(238)(도 3)가 입력(232)에 존재하는 칩 

클럭 신호로부터 제2 입력(234)에 존재하는 고속 클럭 신호로 전환된다. 실시간 PN 생성기(370) 이외의 탐색기 수신

기(114)(도 2 및 3)의 모든 회로가 실질적으로 고속 클럭 신호의 고속으로 동 작한다.

블록(732)(도 7)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17)(도 2)는 윈도우 사이즈를 풀(예를 들어, 2 15 )로 설정하여 저장된 샘플

과 전체 PN 시퀀스 공간(예를 들어, 2 15 상이한 옵셋)에 걸쳐 상관되도록 탐색기 수신기를 준비한다. 블록(734)(도 

7)에서, 고속 PN 생성기(372)(도 3)는 초기 PN 상태 레지스터(318)에 저장된 PN 상태를 이용하여 초기화되며, 블록

(736)(도 7)에서 제1 상관이 개시된다.

상관의 개시시에, 고속 PN 생성기(372)(도 3)가 블록(738)에서 PN 시퀀스에서 하나의 칩을 증가시키면, 이 상태는 

다음 PN 상태 레지스터(340)로 저장된다. 이것은 소정의 윈도우 사이즈에서의 다음의 상관 설정을 위한 개시점으로

서 사용된다. 다음의 개시점은, 1/2 칩 증분이 지연 변형된 디지털 샘플과 이미 상관되기 때문에 초기 PN 상태로부터 

전체 칩을 진보시킨다.

전술된 바와 같이, 2상 상관기(202)(도 3)는 고속 PN 생성기(372)로부터 생성된 PN 시퀀스와 수신기 샘플 버퍼(230

)내의 샘플을 상관시켜 상관 결과를 생성한다. 제1 누산기(274) 및 제2 누산기(276)에서 생성된 합산은 랫치 및 스케

일 회로(284)(도 3)에 인가된다.

랫치 및 스케일 회로(284)는 중간 상관 결과 및 완전 상관 결과를 랫치하는 데 사용되어 에너지 계산을 수행한다. 예

를 들어, 중간 상관 결과는 제1의 64개의 칩 샘플의 상관에 대응하도록 선택될 수 있고 완전 상관 결과는 1024개의 

칩에 대응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중간 및 완전 상관 길이가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블록(740)에서, 제1의 64개의 칩이 2상 상관기(202)에서 누산될 때, 누산된 값이 랫치되고 중간 에너지가 계

산되고 에너지 포스트-프로세서(206)(도 3)의 임계 입력(295)(도 3)에 존재하는 중간 에너지 임계(초기의 임계 에너

지라고도 칭함)와 비교된다. 따라서, 특정 PN 옵셋의 경우, 샘플중 제1 부분에서 제1의 상관이 달성된다. 고속 상관에

현재 사용되는 옵셋이 적절한 고속 결과를 생성하는 지를 판정하기 위해 중간 에너지 계산이 수행된다.

결정 블럭(744)에서 중간 상관 에너지가 중간 에너지 임계 미만인 경우, 그 특정 옵셋에서의 상관이 포기된다. 그 후, 

결정 블럭(770)에서 전체 윈도우 사이즈가 분석되지 않으면(예를 들어, 모든 2 15 옵셋에서의 상관), 처리는 블럭(73

4)으로 계속된다. 고속 PN 생성기(372)(도 3)는 다음 PN 상태 레지스터(340)(도 3)로부터의 다음 PN 상태로 초기화

된다. 다시, 블럭(738)에서 고속 PN 생성기(372)(도 3)가 PN 시퀀스에서 하나의 칩을 증분시키면, 그 상태는 다음 P

N 상태 레지스터(340)로 저장된다. 이것은 윈도우내에 다음의 상관들을 위한 개시점으로서 사용된다.

결정 단계(744)에서 중간 상관 에너지가 중간 에너지 임계 레벨 이상이면, 블럭(746)에서 2상 상관기(202)(도 3)가 

랫치되지 않으며 PN 옵셋의 나머지 샘플이 역확산되며 소정의 누산 길이(예를 들어 완전 상관이 달성됨)를 위해 2상 

상관기(202)를 통해 누산된다. 2상 상관기(202)에서 모든 칩이 누산되면, 누산 값이 랫치되며 완전 상관 에너지가 계

산된다. 따라서, 특정 PN 옵셋의 경우, 상기 샘플중 제2 부분에 대해 제2 상관이 행해진다. 완전 상관에 대응하는 샘

플의 제2 부분은 중간 상관에 대응하는 샘플의 제1 부분보다 크다.

결정 블록(750)에서, 완전 상관 에너지가 탐색기 출력 버퍼(208)(도 3)의 저장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에너지보

다도 작으면, 프로세스는 결정 블록(770)에서 계속된다. 다시 한번, 전체 윈도우 사이즈가 분석되지 않았으면 (예컨대

, 모든 2 15 옵셋에서의 상관), 프로세스는 블록(734)에서 계속되는데, 여기서 고속 PN 상태 레지스터(340)(도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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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PN 상태 레지스터(340)(도 3)로부터의 다음 PN 상태에 의해 초기화된다.

결정 블럭(750)에서, 완전 상관 에너지가 탐색기 출력 버퍼(208)(도 3)의 저장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임의의 에너지

보다도 크면, 프로세스는 결정 블록(754)에서 계속된다. 결정 블록(754)에서, 완전 상관 에너지가 에너지 포스트-프

로세서(206(도 3)의 임계 레벨 입력(295)에 존재하는 완전 상관 에너지 임계 레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블록(758)에

서, 마이크로프로세서(117)(도 2)는 그 완전 상관 에너지값과 관련된 에너지 표시자 비트를 높게 한다 (완전 상관 에

너지 임계 레벨은 중간 에너지 임계 레벨보다도 크다). 블록(762)에서, 관련된 에너지 표시자와 함께 완전 상관 에너

지값이 선(296)(도 3)을 통해 탐색기 출력 버퍼(208(도 3)에 인가되어 저장 위치들 중 한 위치에 저장된다. 프로세스

는 결정 블록(766)에서 계속된다.

결정 블록(754)에서, 완전 상관 에너지가 완전 상관 에너지 임계 레벨을 초 과하지 않으면, 관련된 낮은 에너지 비트

와 함께 완전 상관 에너지값이 탐색기 출력 버퍼(208)의 저장 위치들 중 하나에 저장되고, 프로세스는 블록(766)에서

계속된다.

결정 블록(766)에서, 특정한 완전한 상관 어네지가 획득 임계 레벨 에너지를 초과하는 경우 (획득 임계 레벨 에너지가

완전 임계 레벨 에너지보다 큰 경우)에는, 적당한 파일럿 신호선 및 PN 시퀀스 타이밍이 식별되고, 프로세스는 도 6

의 블록(636)에서 계속된다. 따라서, 가정된 PN 시퀀스 타이밍/옵셋이 완전 상관 에너지를 획득 에너지 임계 레벨 이

상으로 일단 생성하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7)는 탐색 프로세스를 중단시키고 PN 시퀀스 타이밍을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에 할당한다. 그러나, 결정 블록(766)에서, 특정한 옵셋에서의 완전 상관 에너지가 적어도 획득 임계 레벨

에너지와 동일하지 않으면, 프로세스는 결정 블록(770)에서 계속된다.

다시 한번, 결정 블록(770)에서, 완전한 윈도우 사이즈 (예컨대, 모든 2 15 옵셋에서의 상관)가 분석되지 않았으면, 프

로세스는 블록(734)에서 계속되는데, 여기서 고속 PN 생성기(372)(도 3)가 다음 PN 상태 레지스터(340)(도 3)로부

터의 다음 PN 상태로 초기화된다. 결정 블록(770)에서, 완전한 윈도우 사이즈가 분석되지 않았으면, 블록(774)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17)가 분석을 중단시키고 탐색기 출력 버퍼(208)의 저장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최고의 완전 상관

에너지와 관련된 PN 옵셋을 선택한다. 그 다음, 마이크로프로세서(117)는 PN 시퀀스 타이밍을 ㅈ거어도 하나의 복

조 브랜치에 할당하라는 명령을 송출한다. 그러면, 탐색기 수신기는 새로운 디지탈 샘플을 수신받아 더 나은 파일럿 

신호와 관련된 PN 시퀀스 타이밍을 탐색하고,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에 의한 복조가 발생한다.

윈도우 사이즈의 모든 옵셋이 분석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대신에, 획득 임계 레벨 에너지가 먼저 초과될 때 상관 분석

을 인터럽트시킴으로써, 획득 시간이 상당히 감소되어 사용자에게 혜택을 준다. 또한, 무선 전화 전류 드레인이 최소

화되고, 파일럿 신호 탐색 및 획득시에 마이크로프로세서 요구의 인터액션이 최소화되며, MAHHO에 대한 가요성이 

증가된다.

위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당업자가 상기한 양호한 실시예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이다. 당업

자에게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며, 여기서 규정한 일반적인 원

리는 창의력이 풍부한 능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호한 실시예는 IS-95 CDM

A 셀룰러 전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양호한 실시예는 멀티-캐리어 CDMA 시스템 및 제3세대 광대역 CD

MA 시스템 등의 다른 종류의 확산 스펙트럼 셀룰러 전화 시스템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또한, 도 7은 이른 임계 레벨 분석, 완전 임계 레벨 분석 및 획득 임계 레벨 분석을 도시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더 

적은 임계 레벨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획득 임계 레벨 에너지는 완전 임계 레벨 에너지와 동일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이른 임계 레벨 분석과 관련된 단계를 스킵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시스템에서 동작 가능한 무선 전화에서, 파일럿 신호를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신된 신호의 샘플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 단계 동안, PN 시퀀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PN 시퀀스에 대한 의사 랜덤 잡음(PN) 옵셋을 선택하는 단계;

샘플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PN 시퀀스의 적어도 일부와 상관시켜 상관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

새로운 PN 옵셋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상관 에너지와 에너지 임계 레벨을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에너지 임계 레벨과 적어도 동일한 상관 에너지를 생성하는 PN 시퀀스 타이밍을 발견하거나, 상기 비교 단계가 

소정 횟수만큼 행해질 때까지, 상기 상관 단계, 상기 새로운 PN 옵셋의 선택 단계 및 상기 비교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상관 단계 동안, 상기 PN 옵셋을 참조하여 상기 생성 단계보다 더 빠른 레이트로 상기 PN 시퀀스가 재생성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PN 옵셋의 선택 단계는 상기 상관 단계에 응답하는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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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단계 동안, 상기 PN 시퀀스의 위치를 표시(noting)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PN 옵셋의 선택 단계는 상기 표시 단계에 응답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PN 옵셋은 상기 PN 옵셋의 선택 단계 동안 선택된 상기 PN 옵셋과 관련하여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PN 옵셋은 상기 PN 옵셋의 선택 단계 동안 선택된 상기 PN 옵셋의 증분된 버젼을 나타

내는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 임계 레벨과 적어도 동일한 상관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준 위치에 대응하는 PN 시퀀스 

타이밍을, 상기 무선 전화의 수신기의 적어도 하나의 복조 브랜치에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 단계는,

상기 샘플들의 제1 부분과 상기 PN 시퀀스의 제1 부분을 관련시키는 제1 상관과,

상기 샘플들의 제2 부분과 상기 PN 시퀀스의 제2 부분을 관련시키는 제2 상관을 포함하며,

상기 상관 단계 동안, 상기 제1 상관이 특정 PN 옵셋에 대한 중간 임계 레벨보다 낮은 중간 상관 에너지를 생성하는 

경우, 상기 특정 PN 옵셋에서의 상기 제2 상관은 행해지지 않는 방법.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무선 전화에서 의사-랜덤(PN) 시퀀스 타이밍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수신 신호의 샘플들을 저장하기 위한 버퍼와,

상기 버퍼에 결합되고, 복수의 상이한 PN 옵셋 각각에서 상기 샘플들의 적어도 일부를 PN 시퀀스에 상관시켜 대응하

는 상관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동작하는 상관기;

상기 상관기에 결합되고, 특정 PN 옵셋에서의 상기 PN 시퀀스가 에너지 임계 레벨과 적어도 동일한 상관 에너지를 

생성하면 상기 상관기를 인터럽트시키도록 동작하는 제어기; 및

상기 버퍼 및 상기 상관기에 결합되어 상기 복수의 상이한 PN 옵셋 각각에서 상기 PN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PN 시퀀

스 생성기

를 포함하고,

상기 PN 시퀀스 생성기는 제1 PN 생성기 및 제2 PN 생성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PN 생성기는 상기 버퍼에 상기 샘

플들을 저장시키기 위한 제1 레이트로 PN 시퀀스를 발생시키도록 동작하고, 상기 제2 PN 생성기는 상기 복수의 상

이한 PN 옵셋 각각에서 상기 PN 시퀀스를 상기 제1 레이트보다 빠른 제2 레이트로 발생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탈 신호 프로세서(DSP) 및 논리 회로 중 어느 하나를 포함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기에 결합되어 소정 수의 최고 상관 에너지 및 대응하는 PN 옵셋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소정 수의 상관 후에, 상기 생성된 상관 에너지 중 어느 것도 상기 임계 레벨 에너지와 적어도 동일

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어기는 상기 메모리로부터 최고 상관 에너지에 대응하는 PN 옵셋을 선택하는 장치.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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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기의 출력에 결합되며, 상기 복수의 상이한 PN 옵셋 각각에서, 제1수의 상기 샘플들에 대

한 상관 후에 중간 상관 결과를 랫치하도록 동작하고, 제2수의 상기 샘플들에 대한 상관 후에 제2 상관 결과를 랫치하

도록 동작하는 랫치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특정 시간 정렬을 갖는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을 포함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셀룰러 전화 시스템용의 셀룰러 전화에서 사용되는 장치.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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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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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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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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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0453474

- 19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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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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