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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이동통신에서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Wireless Communication System)에서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s) 상에 페이징 
정보(Paging Inforamtion)를 삽입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 상세하게는 특정 이동국의 호출이 있을 경우, 파
일럿 채널 상에 호출 지시자를 할당된 파일럿 슬롯에 천공시킴으로 슬롯 주기마다 페이징 채널 상의 해당 슬롯을 탐색
하지 않아도 호출여부를 인지하고, 단말기는 상기의 호출 지시자를 인지함으로서 종래의 페이징 채널의 탐색에 수행되
는 디인터리빙과 디코딩 만큼의 단말기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 지시자를 온오프킹 및 진폭천이 변조를 사용하여 천공시킴으로서 페이
징 채널을 사용함에 따른 시스템 부하를 해소하여 통화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상기 온오프킹 변조 방식은 코
딩하지 않고 인터리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조 시키기 때문에 디인터리빙과 채널 디코딩을 수행함으로서 발생되는 
단말기의 전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현 시스템의 많은 수정 없이 지기국의 소프트웨어의 변경만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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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며, IMT-200 및 비동기식 WCDMA 시스템에도 적용이 용이한 효과를 갖게 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이동통신, 파일럿 채널, 페이징, 이동국, 기지국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온오프킹 방식 변조의 원리를 설명한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지시자를 삽입한 내용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한 지시자 삽입의 다른 경우들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파일럿 채널에 페이징 정보를 삽입한 내용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파일럿 채널을 전력의 크기로 구분짓고 그 낮은 전력의 파일럿 채널에 데이터를 
실은 도면,

도 7a, 7b, 7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페이징 지시자를 파일럿 채널에 실지 않은 상태의 트래픽 채널의 BER과 페
이징 지시자를 파일럿 채널에 실은 상태에서 파일럿 채널과 트래픽 채널의 전력비가 0dB 및 8.6dB인 조건에서 시뮬레
이션 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8a, 8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이동국의 하드웨어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채널과 페이징 채널의 슬롯의 동기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Wireless Communication System)에서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s) 상에 페이징 
정보(Paging Inforamtion)를 삽입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 상세하게는 특정 이동국의 호출이 있을 경우, 파
일럿 채널 상에 호출 지시자를 할당된 파일럿 슬롯에 천공시킴으로 슬롯 주기마다 페이징 채널 상의 해당 슬롯을 탐색
하지 않아도 호출여부를 인지하고, 단말기는 상기의 호출 지시자를 인지함으로서 종래의 페이징 채널의 탐색에 수행되
는 디인터리빙과 디코딩 만큼의 단말기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개인 무선 이동통신에서는 송신전력의 제어가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되기 위한 전력제어 기능과 다경로 페이딩(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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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Fading) 환경에서 양질의 링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레이크(Rake) 수신기를 갖고 있는 이동국(Mobile Statio
n: MS)과 RF(Radio Frequency) 접속을 통하여 이동국과의 무선 접속 및 이동국과 기지국 제어장치간의 유무선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기지국 (Base Transceiver Subsystem: BTS) 사이에서 무선(Air Interface)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호 설정(Call Setup)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널(Channel)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순방향 링크(Forward Link)는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송출하는 순방향 채널들로서 서로 직교하는 왈쉬 함수(Walsh 
Function)들에 의해 확산되는 64개의 채널이 있다. 순방향 채널에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파일럿(Pilot) 채널, 동기(S
ync) 채널, 최대 7개의 호출(Paging) 채널, 55개의 통화(Traffic) 채널이 있다.

일단 이동국이 상기 동기 채널로부터 시간 동기 정보를 얻으면, 이동국은 자신의 타이밍을 조절하여 시스템 동기를 시
간에 맞춘다. 페이징 채널은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 7개까지 존재할 수 있으며, 페이징 채널의 프레임은 20msec이다.

기지국은 공중 전화망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으로부터 호(Call)가 요청되면 페이징 채널을 
이동국이 있는 페이징 지역(Paging Zone) 전체에다가 송신한다. 시간의 주기(Cycle of Slot)를 갖고 탐색하고 있는 
이동국은 이 페이징 채널을 수신한 후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 트래픽 채널을 수신한다.

한편, 공중 전화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BSC) 내에 있는 CCP(Call C
ontrol Processor)는 TSB(Transceiver Selector Bank)에 의해 PCM(Pulse Code Modulation) 데이터에 코딩되어 
기지국을 통해 이동국으로 전송된다.

이와 같이, 매번 이동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제어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과 기지국 제어기(BSC)에
서는 페이징 채널을 전송하기 위하여 많은 데이터 량을 페이징 지역에 뿌려주어야 한다(Broadcast).

    
이에 대하여 미국특허번호 5146214에 나타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페이징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에서는 페이징 방법을 그룹화하여 그룹화된 페이징 구역에 따라 타임슬롯을 달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미
국특허번호 5909651에 나타낸 '방송 단메시지 서비스 구조'에서는 단메시지를 각 지역으로 뿌려주어서 전송하되, 슬롯 
모드 상의 페이징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로서 로터 클라우스에 의한 미국특허번호 4527
284에도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페이징 정보의 전송작업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통신 장비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작업이며, 이러한 시스
템의 부담으로 인하여 통신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QoS)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이동국 호출방식은 기지국에서 인터리빙(Interleaving)과 채널 코딩(Channel Coding) 등을 수행
하여 송신함으로, 이동국에서 호출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기 페이징 슬롯마다 디인터리빙(Deinterleaving)과 채
널 디코딩(Channel Decoding)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으로 인하여 소비되는 단말기의 전력량이 많아지는 문
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전력량의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슬롯의 주기(Cycle of Slot)를 크게하면 그만큼 페이징 신호의 수신율을 떨어
뜨리므로서 그 설정에 있어서도 서비스 질에 커다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
징 정보를 삽입함으로서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페이징 채널의 탐색에 의해 발생되는 전력소비를 줄이는 시스템을 제공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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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바람직한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슬롯으로 나뉘어진 파일럿 채널 상에 특정신호를 삽입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비통화시 특정 이동국에게 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정해진 파일럿 채널의 슬롯상에 특정신호를 삽
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이산화된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구역 정보 신호 또는 기타 정보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슬롯으로 나뉘어진 파일럿 채널 상에 신호를 삽입하는 방식은 빈 공간에서 시간별로 각 이동국을 구별하고, 
특정 이동국이 해당하는 시간에 펄스를 삽입시키고, 각 이동국을 코드별로 구별하고 그 구별코드(ID code)를 파일럿 
채널에 천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하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그에 따른 특별한 
실시예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되는 특별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과 균
등물 및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처럼 
구성된 시스템에서 기지국(Base station Transceiver Subsystem: BTS)과 이동국(Mobile Station: MS)사이에 설
정된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이 주기적으로 이산화(Discrete)되어 있으며, 이러한 파일럿 신호 사이의 빈 공간(
Pilot slots)에 해쉬함수(Hash Function)를 이용하여 시스템 정보 또는 페이징 정보, 예를 들면 페이징 구역 정보, 호
출, 명령, 채널할당 등과 같은 데이터를 삽입시킬 수 있다. 상기 데이터를 빈 공간에 삽입시키는 과정에서 온오프킹(O
n-Off-Keying: OOK)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변조방법은 해당 위치의 파일럿 PN 칩의 위상을 역전시켜 송신시킨
다. 도 2에 온오프킹 방식의 변조의 구조를 간략히 나타내었다. 온오프킹 방식은 코드가 되지 않은 상태(Uncoded)에
서 변조하기 때문에 상기 이동국이 수신대기 상태(Slotted Mode)에서 피변조출력한 신호만 입력받아 수신하고, 디인
터리빙(Deinterleaving)이나 디코딩(Decoding)을 할 필요가 없다.
    

도 3은 펄스를 사용하여 파일럿 채널 사이에 페이징 데이터를 삽입한 도면을 나타낸다. 도 4a, 4b 및 4c는 상기 도 3의 
다른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 4b는 도 4a와 같은 페이징 구역에서 다른 이동국으로의 신호를 삽입한 경우이며, 도 
4c는 같은 페이징 구역내에서 동시에 3개의 이동국으로 페이징이 수행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도 2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우선 파일럿 채널의 80msec를 1슬롯(
Slot)으로 나누고, 20msec를 1프레임(Frame)으로하여 4개의 프레임이 1 슬롯이 되도록 구성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지국은 나누어진 시간(Pilot Slot)에 맞추어, 해쉬함수(Hash Function)을 이용하여 온오프킹(OOK) 방식으로 변조
시켜 파일럿 채널에 천공시킨다. 이동국은 자신의 시간에 해당하는 펄스만을 수신함으로서 자신의 페이징 신호를 타 신
호와 구별한다. 이렇게 슬롯으로 나누어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동기를 맞추기 위해 페이징 채널의 슬롯에 파일럿 채널의 
슬롯을 동기시킨다. 상기 파일럿 채널상(901)의 페이징 지시자(903)를 수신한 이동국은 다음 슬롯에 해당하는 페이징 
채널(905)을 탐색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파일럿 채널과 페이징 채널 사이에 동기된 상태를 도 9에 나타내었다.
    

    
이동국은 수신대기 상태로 동작하다가 상기 지시자(Paging indicators)를 인지(Detecting)하여 통화가능하도록 트래
픽(Traffic) 채널을 수신한다. 상기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지시자를 삽입한 경우, 통화중인 다른 이동국들에게 영향
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영향을 다음의 실시예에 나타내었다. 즉, 20msec 한 프레임을 1.25msec단위의 16개 
그룹으로 나누고, 9600bps 기준으로 한 그룹 내의 총 비트 수 12개 중 한 개 또는 2개의 비트를 호출 지시자로 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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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용 주파수는 900Mhz에서 도풀러 주파수를 75Hz로 설정하며, 파일럿 채널의 크기와 트래픽 
채널의 전력비를 0dB과 8.6dB로 한다.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서 도 7a, 7b, 7c에 나타내었다. 도 7a는 페이징 지시자
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의 트래픽 채널의 BER을 나타내며, 7b는 페이징 지시자를 삽입한 상태에서 파일럿 채널과 트래
픽 채널의 전력비가 0dB이며, 7c는 7b의 조건에서 전력비가 8.6dB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도 
7b 및 7c을 보면 페이징 지시자의 천공에 의한 열화가 0.5dB 이하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실제의 시스템
에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본 발명에 적용되는 기지국과 이동국의 하드웨어 추가에 대한 구성도를 도 8a 및 8b에 각각 나타내었다. 도면을 참조하
여 설명하면, 기지국이 파일럿 채널을 생성하여 전송할때, 호출 지시자(801)를 다중화기(803)를 거쳐 파일럿 채널 상
에 천공(805)시킨다. 이렇게 생성된 파이럿 채널 상의 호출 지시자(801)는 수신신호(807)로 이동국으로 전송되며, 
상기 수신신호(807)는 파일럿 역확산 단계를 거치고 채널 추정기(809)를 통해 호출 지시자 판별기(811)에 의해 호출
유무를 확인한다.
    

페이징 구역 정보(Paging Zone Information)도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각 이동국마다 구분된 시간별 지시자로 구별함
으로서 모든 이동국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이동국은 자신이 다른 페이징 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관리국(Mobile 
Switched Center: MSC)의 방문자 위치등록기(Visitor Location Registor: VLR)에 위치등록(Location Registrat
ion)을 수행한다.

여기서 페이징 구역 정보는 각 시간별(Pilot slots)로 구별되되, 각 이웃된 페이징 구역을 제외하고는 같은 시간별로 
지시자를 줄 수 있다(파일럿 슬롯의 재사용). 왜냐하면 페이징 구역 정보는 이동국이 어느 페이징 구역에 있는지 알 필
요가 없이, 단지 페이징 구역이 다른 곳으로 이동중이라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지시자를 천공하는 것을 타나낸 도면이다.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 데이터를 삽입시키는 다른 방법에 있어서, 모든 이동국을 코드로 구별하고, 페이징 데이
터에다가 그 구별코드(ID code)를 삽입시켜 이동국을 일깨우는 방법이다.

이때 페이징 구역 정보를 위한 코드는 상기 이동국을 구별하기 위한 코드와는 별도로 삽입되어야 하며, 그 밖에 채널할
당에 대한 코드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국이 파일럿 채널 상의 페이징 지시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파일럿 채널
의 전력차(L)를 이용한다. 도 6은 이러한 파일럿 채널의 전력차를 이용하여 호출 지시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물리층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상기의 파일럿 채널도 80msec 단위의 슬롯과 20msec 단위의 프레임으로 나뉘어지고, 이 나뉘어
진 파일럿 채널 상의 기지국이 해쉬함수(Hash Fucntion)를 이용하여 해당된 슬롯에 전력차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펄
스(Pulse)형태의 전력 칩(Power Chip)이 하나의 페이징 지시자 역할을 한다. 물론 상기 높은 전력의 페이징 지시자는 
이동국에게 필요한 시스템 정보 또는 페이징 정보 데이터이다.
    

여기에서 진폭천이변조(Amplitude Shift Keying: ASK)를 사용하여 파일럿 채널의 전력 크기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 진폭차이(L)는 높은 전력부(m)와 낮은 전력부(n)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소정의 크기로 가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에서 제시된 파일럿 채널내의 특정 데이터 신호는 이동국에서 높은 전력값의 펄스 형태의 신호는 1로서 인식하고, 
낮은 전력의 값은 0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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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본 발명은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지시자를 온오프킹 및 진폭천이 변조를 사용하여 천공시
킴으로서 페이징 채널을 사용함에 따른 시스템 부하를 해소하여 통화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상기 온오프킹 
변조 방식은 코딩하지 않고 인터리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조 시키기 때문에 디인터리빙과 채널 디코딩을 수행함으
로서 발생되는 단말기의 전력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의 많은 수정없이 지기국의 소프트웨어의 변경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IM
T-200 및 비동기식 W-CDMA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또한, 파일럿 채널은 다른 채널 보다 일반적으로 30%정
도 높은 전력으로 기지국에서 전송하는데, 이는 다른 채널들로 인한 간섭(Interference) 및 인접 셀(Neighvor Cell)
로 인한 간섭에 대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럿 채널에다가 페이징 지시자를 천공시킴으로써 
단말기가 페이징 지시자를 감지하는 확률(Detection Probability)이 높아지는 효과도 얻게 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슬롯으로 구분된 파일럿 채널 사이에 특정신호를 삽입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특정신호는 소정의 시간별로 각각의 이동국을 구분지어 호출시킬 수 있는 지시자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 에 있어서,

상기 특정신호는 시스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1 에 있어서,

상기 특정신호는 페이징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신호는 온오프킹(On-Off-Keying) 방식으로 상기 슬롯으로 구분된 파일럿 채널 상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5.

슬롯으로 구분된 파일럿 채널 상에 특정신호를 삽입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특정신호는 소정의 코드별로 각각의 이동국을 구분지어 호출시킬 수 있는 지시자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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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에 있어서,

상기 특정신호는 시스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7.

청구항 5 에 있어서,

상기 특정신호는 페이징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8.

청구항 5 내지 7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신호는 온오프킹(On-Off-Keying) 방식으로 상기 슬롯으로 구분된 파일럿 채널 상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9.

슬롯으로 구분된 파일럿 채널 상의 특정 이동국에 해당하는 슬롯에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소정의 전력차(W) 만큼 차이
를 두고, 상기 특정 이동국이 자신의 파일럿 슬롯을 탐색하여 자신의 신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10.

청구항 9 에 있어서,

상기 전력차(W)는 상기 특정 이동국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진폭천이변조(Amplitude Shift Keying: ASK)를 이용하
여 소정의 크기(L)로 가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 상에 페이징 정보를 천공시키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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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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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b

도면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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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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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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