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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 내에서의 이동국의 동기화

요약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파일럿 채널 전송의 각 프레임은 복수의 동기 슬롯으로 나뉘어진다. 각각의 동기 
슬롯은 파일럿 부호를 포함하며, 상기 동기 슬롯 중 적어도 하나는 또한 프레이밍 동기 부호를 포함한다. 파일럿 채널 
전송으로부터 프레임 및 슬롯 동기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럿 부호 타이밍을 확인하는데, 이는, 수신된 감
시 신호에 정합 필터나 상관기를 이용하여 피크값을 확인하고, 또한 상기 피크값을 이용하여 동기 슬롯 경계를 나타내
는 타이밍 기준을 알아냄으로써 가능하다. 다음으로, 공지되어 있는 일련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가 상기 포함되어 있는 
발견된 동기 슬롯상에 수신된 신호와 상관연산된다. 상기 공지되어 있는 프레이밍 동기 부호(들)에 대한 프레임 내에서
의 위치가 알려지면, 일단 소정의 슬롯 위치에서 상관 정합이 발견되며, 그런 다음 상기와 관련된 프레임 경계(즉, 프레
임 동기)도 알려진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이동국의 타이
밍 동기화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셀룰러 전화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상업적인 기능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다. 대도시권에서의 성장은 기대치를 훨씬 
넘어섰으며 시스템 용량을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급속한 성장의 영향이 최소 상권에까지 미칠 것
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된 주된 문제점은, 무선 주파수 통신을 수행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할당된 전자
기 스펙트럼의 양이 고정되어있는 반면, 고객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고품질 서비스를 유지하고 가격 상승을 막을 뿐 아
니라, 제한된 가용 스펙트럼에서 상기와 같이 증가하는 용량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
다.
    

    
현재, 채널 액세스는 주로, 주파수 분할 다원 접속(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FDMA)과 시분할 다원 접
속(Time Division Multiple Access)(TDMA)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주파수 분할 다원 접속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
의 통신 채널은, 신호의 송신 전력이 집중되는 단일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다. FDMA 및 TDMA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만족한 성능이 얻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고객 수요로 인한 채널 폭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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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채널 액세스 방법(alternate channel access methods)이 제안 및 고려되어 실행되고 있다.
    

확산 스펙트럼은, 무선 통신의 새로운 채널 액세스 방법으로서의 상업적인 응용분야를 찾아내는 통신 기술을 포함한다.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급되어왔다. 초기 응용분야는 주로 군사용 중심(지능 전파방해 및 레
이더에 관련하는 것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디지털 셀룰러 무선, 지상 이동 무선 및, 실내/실외 개인 통신망을 포
함하는 통신 응용분야에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확산 스펙트럼은 종래의 TDMA 및 FDMA 통신 시스템과는 매우 상이하게 동작한다. 예컨대, 직접 순차 부호 분할 다
원 접속(direct sequenc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DS-CDMA) 확산 스펙트럼 송신기에 있어서, 기본 심벌 
레이트(symbol rate)의 디지털 심벌 스트림이 송신 심벌 레이트(또는 칩 레이트(chip rate))로 확산된다. 이러한 확
산 동작은, 중복을 추가하는 동안 해당 심벌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심벌 스트림에 유저(user) 고유의 디지털 부호(확산 
또는 기호(signature) 시퀀스)를 이용하는 것을 수반한다. 이러한 응용은 통상적으로 디지털 심벌 스트림을 디지털 부
호로 곱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상기 결과 송신된 데이터 시퀀스(칩)가 적당한 변조 방법을 이용하여 변조되어 출력 신
호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출력 신호(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 또는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과 같은 채널을 
말함)는, 통신 매체 상의 다중-채널 송신을 위해 유사하게 처리된(즉, 확산) 다른 출력 신호(채널)에 추가된다. 그런 
다음, 여러 유저의 출력 신호(채널)는, 주파수 도메인(domain)과 시간 도메인 모두에서 서로 위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신호와 하나의 송신 주파수를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사용되는 디지털 부호가 유저 고유의 것
이므로, 상기 공용 통신 주파수 상에 전송된 각각의 출력 신호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것이며, 수신기에서 적절한 처리 기
술을 이용함으로써 상호 구별될 수 있다. DS-CDMA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에 있어서는, 수신된 신호가 복조되며, 대상 
유저에 대한 적절한 디지털 부호가 이용되어(즉, 곱해지거나 정합됨), 올바른 송신 신호로부터 부호화(coding)하는 것
을 디스프레딩(despread)하거나 없애고 기본 심벌 레이트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상기 디지털 부호가 그 밖의 송신 및 
수신된 신호에 이용될 경우, 상기 신호가 자신의 칩 레이트를 유지하는 한은 디스프레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
서, 디스프레딩 동작은, 수신된 신호를 적절한 디지털 부호와 비교하는 상관(correlation)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의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무선 주파수 통신 또는 정보 전달이 일어나기 전에, 이동국은 상기 
기지국의 타이밍 기준을 발견하여 동기화해야 한다. 예컨대, 직접 순차 부호 분할 다원 접속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
에 있어서, 이동국은 다운링크 칩 경계, 심벌 경계 및, 상기 타이밍 기준 클럭의 프레임 경계를 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동기화 문제에 만족하는 가장 보편적인 해결법은, 기지국으로 하여금 파일럿 채널에 주기적으로 송신(반복 주기 Tp)하
도록 하며, 이동국으로 하여금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길이(N p)의 칩에 대해 인지가능한 파일럿 부호(    )를 검출하
여 처리하도록 한다. CDMA 통신 시스템의 한 가지 형태에 있어서, 각 기지국은 일련의 가용 파일럿 부호로부터 얻어
지는 각기 다른 공지된 파일럿 부호를 사용한다. 또 다른 형태의 CDMA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각 기지국은 동일한 파
일럿 부호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기지국 간의 차이는 송신 위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확인된다.

이동국의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에 있어서, 수신된 신호는 복조되어, 파일럿 부호(들)에 정합되는 필터에 인가된다. 물
론, 슬라이딩 상관(sliding correlation)과 같은 대체 검출 방법이 파일럿 부호 처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다. 상기 정합 필터의 출력은,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파일럿 부호의 수신 횟수에 상응하는 횟수로 피크값을 갖는다. 다경
로(multi-path) 전달의 영향으로 인해, 단일 파일럿 부호의 전송에 대해 다수의 피크값이 검출될 수도 있다. 상기 수
신된 피크값을 공지된 방식으로 처리하면, 송신 기지국에 대한 타이밍 기준은 수신 주기(T p)와 일치하는 모호한 값으
로 얻어질 수 있다. 수신 주기가 프레임 길이와 일치한다면, 상기 타이밍 기준은 이동국 및 기지국 통신 동작을 프레임 
동기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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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한 파일럿 부호(    )에 대한 칩에서 Np길이가 선택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동국 수신기에 구비된 정합 
필터의 복잡성으로 인해 칩의 길이(Np)가 제한된다. 이와 동시에, 다른 확산 스펙트럼으로 송신된 신호/채널과 순간적
으로 높은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파일럿 부호 신호/채널 송신의 순간 피크 전력(     )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정의 칩 길이(Np)로 주어진 파일럿 부호 송신과 관련하여 충분한 평균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CDMA 통신 시스템에
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일럿 채널에 대한 프레임 길이(T f)보다 더 짧은 파일럿 부호 반복 주기(T p)를 이용하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

단일 프레임 길이(Tf) 내에 다수의 파일럿 부호(    )를 전송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당업자들에게 공지되어 있는 압축 
모드에서 중간-주파수 다운링크 동기화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압축 모드 처리를 이용하면, 전체 프레임 동안(내내) 
보다는 오히려 프레임의 일부 동안에만 소정의 반송파 주파수에서의 다운링크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프레임
마다 단 하나의 파일럿 부호(    )를 갖는다면, 압축 모드 처리는 파일럿 부호를 완전히 검출하는 중대한 주기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각 프레임동안 다수의 파일럿 부호(    )를 전송함으로써, 검출과정을 처리하는 압축 모드에 대해 프레
임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져, 적어도 하나의 파일럿 부호 전송이 검출될 수가 있다.

그러나, 단일 프레임 길이(Tf) 내에 다수의 파일럿 부호(    )를 전송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신 및 동기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수신된 신호는 복조되어, 공지된 파일럿 부호에 정합되는 필터(또는 상관기)에 인
가한다. 정합 필터의 출력은, 주기적으로 전송된 파일럿 부호의 수신 횟수에 상응하는 횟수로 피크값을 갖는다. 이들 피
크값을 처리함으로써, 파일럿 부호 반복 주기(Tp)와 관련된 송신 기지국에 대한 타이밍 기준이 선행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이밍 기준은 프레임 타이밍에 대해서 불분명하므로, 상기 타이밍 기
준으로의 기지국/이동국 프레임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불분명하기 때문
에, 검출된 파일럿 부호 피크값만으로는 프레임의 경계(즉, 동기화)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일 프레임 
길이(Tf) 내에서의 다수의 파일럿 부호(    ) 전송과 관련하여, 프레임 동기화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파일럿 채널과 관련된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 내의 기지국의 각 송신 프레임은 복수의 동기 슬롯으로 나뉘어진다. 
각각의 동기 슬롯은, 슬롯 경계에 대해 규정된 타이밍 오프셋(offset)으로 전송되는 파일럿 부호(     )를 포함한다. 동
기 슬롯 중 적어도 하나는 또한, 슬롯 경계 또는 해당 파일럿 부호(     )에 대해 규정된 타이밍 오프셋으로 전송되는 프
레이밍(framing) 동기 부호(     )를 포함한다. 상기 파일럿 부호(    )와 프레이밍 동기 부호(    )는 겹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    )를 전송할 경우(예컨대, 동기 슬롯 당 하나씩), 상기 프레이밍 동기 부호
(    )는, 프레임의 각 슬롯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만, 각 프레임마다 반복된다. 또한, 다수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     )
는 상호 직교(orthogonal)하며 파일럿 부호(     )에 직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기 정보를 얻기 위해, 이동국은 먼저, 수신된 신호에    - 정합 필터를 이용하여 피크값을 확인함으로써 파일럿 부호 
타이밍을 확인한다. 상기 피크값으로부터, 파일럿 부호와 동기 슬롯 경계 간의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을 이용하여 동기 
슬롯 경계에 대한 타이밍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상기 타이밍 기준이 프레임 타이밍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반면, 동기 
슬롯 경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동기 슬롯에서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    )의 위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동국은 
또한, 공지된 일련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    )를 프레이밍 동기 부호의 위치에서 수신 신호와 상관한다(correlate). 슬
롯 경계와 관련하는 각각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들)(    ) 위치의 타이밍 오프셋 및 프레임 경계에 관련하는 슬롯 경계
의 위치가 모두 공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상기 위치에서 상관 정합이 발견된 다음, 그것에 관련하는 프레임의 경계
(즉, 프레임 동기)가 또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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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포함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에 대해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직접 순차 부호 분할 다원 접속 통신 시스템(DS-CDMA)에 있어서 선행 기술의 파일
럿 채널 신호 전송 포맷(format)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직접 순차 부호 분할 다원 접속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또 다른 선행 기술의 파일럿 채
널 신호 전송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직접 순차 부호 분할 다원 접속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명의 파일럿 채널 신호의 전송 포맷을 나타내는 도
면.

도 4는 도 3의 포맷으로 파일럿 채널 신호 전송을 처리함으로써, 기지국 타이밍 기준을 얻는데 있어 이동국에 의해 수
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5는 도 4의 과정 내에서 프레임 타이밍(경계)을 발견하는데 있어 이동국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6은 직접 순차 부호 분할 다원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의 파일럿 채널 전송 포맷에 대한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도
면.

도 7은, 도 6의 다른 포맷으로 파일럿 채널의 신호 전송을 처리함으로써, 기지국 타이밍 기준을 얻는데 있어 이동국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8은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 수신기에 대한 간략한 블럭도.

    실시예

이제,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예컨대, 직접 순차 부호 분할 다원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파일럿 채널 신
호 전송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 도시되어 있는 도 3을 참조한다. 파일럿 채널 전송의 길이(T f)를 갖는 각 프레임은 복
수(숫자상으로는 M개)의 동기 슬롯(S0 , S1 , ···, SM-1 )으로 분리된다. 각 동기 슬롯의 길이(s)는 파일럿 부호의 
반복 주기(Tp)와 일치한다. 각 동기 슬롯은, 파일럿 부호(     )와 프레이밍 동기 부호(    )를 포함한다. 상기 파일럿 
부호는 동기 슬롯마다 동일하며, 반복 프레임 전체에걸쳐 동일하다. 파일럿 부호(    )와 동기 부호(    )는 겹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숫자상으로 M개) 프레이밍 동기 부호(                       )의 전송으로(동기 슬롯(S0 , S1 , 
···, SM-1 )마다 하나씩), 프레이밍 동기 부호는 프레임의 각 슬롯마다 하나씩 존재하며 각 프레임에서 반복된다. 
또한, 다수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                       )는, 상호 직교하고 파일럿 부호에 직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
일럿 부호(    )는, 동기 슬롯의 경계(30)에 대하여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t 1 )을 갖는다. 프레이밍 동기 부호(    )는, 
관련 파일럿 부호(    )에 대하여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t2 )을 가지며, 동기 슬롯의 경계(30)에 대하여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t3 )을 갖는다. 또한, 동기 슬롯은 프레임 경계(34)에 대하여 공지된 위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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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 3의 파일럿 채널 신호 전송 포맷을 가진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여 기지국 타이밍 기준을 얻는데 있어서, 이동국
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도가 도시된 도 4를 참조한다. 이동국이 신호를 수신한다(단계 10). 그런 다음, 
상기 이동국은, 수신된 신호(    )를 처리하여 파일럿 부호(    ) 타이밍(즉, 동기 슬롯의 위치)을 찾아낸다(단계 12). 
이러한 과정은, 선행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언급된 정합 필터나 상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
음으로 상기 이동국은, 포함된 프레이밍 동기 부호(들)(    )의 위치를 상기 발견된 파일럿 부호(    ) 타이밍으로부터 
확인한다(단계 14). 일단 동기 슬롯(들)(파일럿 부호(     ))의 위치가 발견되면, 이와 같은 프레이밍 동기 부호(     )
의 위치 확인은 당연히,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t 2 )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그런 다음, 이동국
은, 동기 슬롯 위치에서 수신 신호(    )내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들)(    )를 처리하여(단계 16), 프레임 경계(34)와 
관련된 동기 슬롯 경계(30)에 대한 공지된 위치 뿐 아니라 타이밍 오프셋(t 2 ) 및/또는 타이밍 오프셋(t3 )을 이용하여 
프레임 타이밍(즉, 프레임 경계)을 발견한다.

이제, 도 4의 과정 중 프레임 타이밍(경계)을 찾아내는데(단계 14) 있어서 이동국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도가 도시되어 있는 도 5를 참조한다. 프레이밍 동기 부호의 위치는 이미 도 4의 과정(단계 16)에 의해 알려져있
다. 다음으로, 확인된 프레이밍 동기 부호 위치(타이밍 오프셋(t 2 )을 이용하여 발견됨)에서의 수신된 신호(    ) 부분
은,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                       )와 상관연산된다(단계 20). 이러한 동작 단
계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이 때: 0 ≤i ≤M-1(즉, 전체 동기 슬롯(s)의 수는 M개임)이고; 그리고

       는 상관 연산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상기 과정은, 슬롯 경계(30)와 프레임 경계(34) 모두와 관련하여 확인된 위치에서 상기 수신된 신호(     ) 
부분의 프레임 내에서의 위치를 결정한다(단계 22). 이러한 연산에 있어서, i=n일때 R i가 최대값을 갖는다면, 상기 확
인된 위치에서의 수신된 신호(    ) 부분은 타이밍 오프셋(t3 )인 프레임의 n-번째 동기 슬롯(s)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단계 24에서, 프레임 경계(34)에 관련하는 n-번째 동기 슬롯(s) 경계(30)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
로 확인된 수신된 신호(    ) 부분의 위치가 알려짐에 따라, 프레임 타이밍(경계)이 발견된다(단계 24).

단계 20의 상관 연산은, 연속 동기 슬롯의 여러 동기 부호 구간(interval)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연산 단계는 수
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이 때 : 0 ≤i ≤M-1(즉, 전체 동기 슬롯(s)의 수는 M개임),

    는, 연속 동기 슬롯의 확인된 프레이밍 동기 부호의 위치에서의 수신 신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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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은 프레이밍 동기 부호 구간의 개수이고,

        는, j-번째 프레이밍 동기 부호 구간 내에서 수신한 신호(    )와 (i+j)-번째(modM) 프레이밍 동기 부호(들)
(    ) 간의 상관 연산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상기 과정은, 확인된 위치에서 수신한 신호(    ) 부분에 대한 프레임 내에서의 위치를 판정한다(단계 22). 
이러한 동작에 있어서, Ri가 i=n일때 최대값을 갖는다면, 제1구간(j=0)에서 확인된 위치에서의 수신 신호(     ) 부분
은 타이밍 오프셋(t3 )인 상기 프레임의 n-번째 동기 슬롯(s)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n-번째 동기 
슬롯(s) 경계(30)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신된 신호(     ) 부분의 위치가 프레임 경계(34)에 관련하는 것으
로 알려짐에 따라, 프레임 타이밍(경계)이 발견된다(단계 24).

소정의 실시예를 참조함으로써, 도 4와 도 5에서 실행된 과정을 더욱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도 3을 다
시 참조하기로 한다. 단계 12의 동작은,     -정합 필터 혹은 상관기를 수신된 신호에 이용한다. 이러한 필터링(filteri
ng)으로 발견된 피크값은,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t1 )을 이용하여 동기 슬롯 경계(30)를 확인한다. 일단, 상기 슬롯 경
계(30)가 알려져, 구현되는 파일럿 채널 형성 유형으에 대한 정보로 제공된다면, 포함된 프레이밍 동기 부호(들)(     )
의 위치(32) 또한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t 2 )을 이용하여 알게된다(단계 14). 다음으로, 식(1) 또는 식(2)를 이용하여 
단계 20의 상관 연산이 수행되어, 확인된 프레이밍 부호 위치 중 소정의 위치(32')에서 수신 신호(    ) 부분을, 승인받
을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                       ) 중 하나와 정합시킨다. 정합함으로써, 공지된 타이
밍 오프셋(t3 )을 이용하여 상응하는 소정의 슬롯 경계(30')가 확인된다(단계 22). 일단, 상기 소정의 슬롯 경계(30')
가 알려져, 프레임 내의 소정의 슬롯에서 상기 정합된 프레이밍 동기 부호 위치에 대한 정보로 제공되면, 프레임 경계(
34)가 확인된다(단계 24).

이제, 직접 순차 부호 분할 다원 접속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실시형태의 파일럿 채널 신호 전송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 도시되어 있는 도 6을 참조하기로 한다. 파일럿 채널 전송 길이(T f)를 갖는 각 프레임은 복수(M개의 수)의 동
기 슬롯(S0 , S1 , ···, SM-1 )으로 분리된다. 각 동기 슬롯(s)의 길이는 파일럿 부호의 반복 주기(T p)와 일치한다. 
각 동기 슬롯은 파일럿 부호(    )를 포함한다. 상기 파일럿 부호는, 동기 슬롯마다 동일하며, 반복하는 프레임 전체에
걸쳐 동일하다. 프레임에서의 동기 슬롯(s) 중 하나, 예컨대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슬롯(s 0 )은 또한, 프레이밍 동기 부
호(    )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파일럿 부호(    )와 프레이밍 동기 부호(    )는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일럿 부호(    )는, 동기 슬롯의 경계(30)와 관련하여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t 1 )을 갖는다. 프레이밍 동기 부호(    )
는, 파일럿 부호(    )와 관련한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t2 ) 및, 동기 슬롯의 경계(30)와 관련한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
(t3 )을 갖는다. 또한, 상기 동기 슬롯 및, 특별히 상기 지정된 동기 슬롯은, 프레임 경계(34)에 대해 공지된 위치를 갖
는다.

이제, 도 6의 파일럿 채널 신호 전송포맷을 가진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여 기지국 타이밍 기준을 얻는데 있어, 이동국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가 도시되어 있는 도 7을 참조하기로 한다. 이동국이 파일럿 채널 신호를 수신한
다(단계 40). 다음으로, 이동국은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여 파일럿 부호(     ) 타이밍(즉, 동기 슬롯들의 위치)을 발견
한다(단계 42). 이러한 과정은, 선행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는 상기 기술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지된 타이밍 
오프셋(t1 )을 이용한다. 상기 발견한 파일럿 부호(    ) 타이밍으로부터, 이동국은 파일럿 부호의 반복 주기(Tp)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지되어 있는 파일럿 부호의 반복 주기로부터 발견된 동기 슬롯(s) 내에서 확인되는 프레이밍 동
기 부호의 예상 위치에 상응하여, 수신된 신호(    )의 M개의 구간이, 권한을 부여받은 프레이밍 동기 부호(    )와 상
관연산된다(단계 44). 이러한 연산 단계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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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때: 0 ≤i ≤M-1(즉, 전체 구간수는 M개임)이고,

        는 상관 연산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프레임 타이밍(경계)이 발견된다(단계 46). 상기 연산에 있어서, i=n일때 R i가 최대값을 갖는다면, 수신된 
신호(    )의 n-번째 부분은, 프레이밍 동기 부호로 지정된 프레임에서의 동기 슬롯(s)(즉, 도시된 본 실시형태에 있어
서의 제1슬롯(s0 ))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지정된 동기 슬롯의 프레임 경계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가 
알려짐에 따라, 프레임 타이밍(경계)이 발견된다.

소정의 실시예를 참조하면, 도 7에서 수행된 과정이 더욱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도 6을 다시 참조하기로 
한다. 단계 42의 동작은 상기 수신된 신호에    -정합 필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필터링으로 발견된 피크값은, 공지
된 타이밍 오프셋(t1 )을 이용하여 동기 슬롯 경계(30)를 확인한다. 일단, 상기 슬롯 경계(30)가 알려져, 구현되는 파
일럿 채널 형성 유형(즉, 타이밍 오프셋(t 2 )과 프레이밍 부호 위치)에 대한 정보로 제공되면, 단계 44와 식(3)의 상관 
연산을 이용하여, 상기 포함되어 있는 프레이밍 동기 부호(    )가 발견된다. 상기 식(3)은, 확인된 슬롯 내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에 대한 M개의 후보(candidate) 위치(32)에서 연속하는 수신 신호(     ) 부분을, 권한을 부여받은 프레이밍 
동기 부호(    )와 정합한다. 일단, 프레이밍 동기 부호 위치(32)가 알려져, 프레임 내의 정합된 위치(예컨대, 도시한 
바와 같은 제1동기 슬롯에서의 타이밍 오프셋(t3 ))에 대한 정보로 제공되면, 프레임 경계(34)가 확인된다(단계 46).

    
이제,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 수신기(50)에 대한 간략한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는 도 8을 참조하기로 한다. 수신 안
테나(52)는, 전송 변조되는 확산 데이터 시퀀스의 신호 에너지를 취합하여 상기 에너지를 무선 수신기(54)로 전달한
다. 수신된 무선 신호를 베이스밴드 신호(baseband signal)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면, 상기 수신기(54)는 증폭하고, 필
터링하며, 혼합하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한다. 상기 베이스밴드 신호는, 일반적으로 각 칩 주기마다 적어도 한
번은 샘플링되며, 버퍼 메모리(도시하지 않음)에 저장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베이스밴드 신호는 복수의 트래픽 채널 상관기(56)(RAKE 수신기 구성을 구현함)로 전달된다. 상관기(56)의 동작 기
능을 종종 디스프레딩이라 하는데, 이는, 소정의 디스프레딩 시퀀스가 수신된 샘플 시퀀스와 올바르게 시간 정렬되면, 
상기 상관 연산이 동기적으로 다수의 확산 데이터 값을 단일 정보값으로 다시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상관기 출력은, 원
래의 정보 데이터 스트림을 재발생시키는 하나 이상의 검파기(58)에 제공된다. 사용된 검파기 형태는 무선 채널의 특
성과 복잡성 한도에 의존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채널 추정 및 동기 RAKE 결합, 혹은 차동 검파 및 결합을 포함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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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상기 베이스밴드 신호를 파일럿 채널 처리용으로 특별히 지정된 파일럿 부호 검사기(60)로 전달한다. 
파일럿 부호 검사기(60)는 상기 베이스밴드 신호를 처리하여,    -정합 필터를 사용하여 피크값을 확인하고 베이스밴
드 신호 전송과 관련된 타이밍 기준을 정하는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파일럿 부호    를 발견한 다음, 포함되어 있는 
프레이밍 동기 부호(들)(    )를 파일럿 부호(    ) 위치로부터 확인한다. 다음으로 상기 정보는, 상기로부터 프레임 타
이밍(즉, 프레임 경계)을 판단하여 본 발명의 소정 파일럿 채널 처리를 실행하는 동기 부호 검사기(62)에 전달한다. 파
일럿 부호 검사기(60)와 동기 부호 검사기(62)의 동작은, 식((1), (2) 및, (3)) 뿐 아니라, 도면(4, 5 및, 7)의 순서
도에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파일럿 부호 검사기(60)와 동기 부호 검사기(62)에 의해 발생된 파일럿 채널 프레임 및 
슬롯 타이밍/동기 정보는, 트래픽 채널 상관기(56)와 검출기(58)가 원래의 정보 데이터 스트림을 재발생시켜 처리하
는데 이용된다.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에 관한 실시형태가 첨부 도면에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발명은, 상기 개시된 실시형태로 제한되지 않고, 다음의 특허 청구 범위에 설명 및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은 본 발명
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재배열과 수정 및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호 분할 다원 접속 파일럿 채널 전송용 전달 신호로서,

복수의 동기 슬롯을 포함하는 반복 프레임,

상기 반복 프레임의 동기 슬롯마다 반복되는 파일럿 부호(    ), 및

상기 반복 프레임의 동기 슬롯 중 하나 이상의 슬롯에 있는 프레이밍 동기 부호(    )를 포함하는 부호 분할 다원접속 
파일럿 채널 전송용 전달 신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부호(    ) 및 상기 프레이밍 동기 부호(    )가 겹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
할 다원접속 파일럿 채널 전송용 전달 신호.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슬롯이 하나 이상인 경우, 프레이밍 동기 부호(     )가 동기 슬롯마다 하나씩 존재하며 각 
프레임마다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 다원접속 파일럿 채널 전송용 전달 신호.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부호(    )와 각각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 다
원접속 파일럿 채널 전송용 전달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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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가 상호 직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 다원접속 파일럿 채
널 전송용 전달 신호.

청구항 6.

타이밍 동기 정보를 얻기 위해 파일럿 채널을 포함하는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방법으로서, 상기 신호는 복수의 동
기 슬롯으로 분리된 반복 프레임을 포함하고, 각 슬롯은 하나의 파일럿 부호(    )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슬롯이 프
레이밍 동기 부호(    )를 포함하는데, 상기 신호처리 방법은,

동기 슬롯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 수신된 신호를 파일럿 부호(    )와 상관연산하는 단계, 및

프레임 동기 타이밍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상기 발견된 동기 슬롯 내의 위치에서의 수신 신호를 일련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    )와 상관연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호처리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상관 단계는, 상기 프레이밍 동기 부호(     )를 반복 프레임에서 발견된 복수의 연속하는 각 
동기 슬롯 내에서의 위치로 정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슬롯이 하나 이상인 경우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    )는 동기 슬롯마다 하나씩 존재하며, 제
2 상관 단계는 복수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를 동기 슬롯내의 위치로 정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복수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가 상호 직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제2 상관 단계는, 상기 프레이밍 동기 부호(     )와 관련된 반복 프레임에 공지되어 있는 상대적인 위
치로부터 프레임 동기 타이밍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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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부호(    )와 프레이밍 동기 부호(    )가 겹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방법.

청구항 12.

타이밍 동기 정보를 얻기 위해 파일럿 채널을 포함하는 부호 분할 다원 접속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 장치로서,

각 슬롯이 파일럿 부호(    )를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슬롯이 프레이밍 동기 부호(    )를 포함하는, 복수의 동기 슬롯
으로 분리된 반복 프레임을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및

신호의 파일럿 채널 부분을 수신하는 수신기에 접속된 파일럿 채널 검사기로서, 수신된 파일럿 채널 부분을 파일럿 부
호(    )와 상관 연산하여 동기 슬롯 위치를 발견하며, 발견된 동기 슬롯 내의 위치에서의 수신된 파일럿 채널 부분을 
프레이밍 동기 부호(    )와 상관연산하여 프레임 동기 타이밍 정보를 발견하도록 동작하는 파일럿 채널 검사기를 포함
하는 신호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기 동작이 또한, 상기 프레이밍 동기 부호(     )를 반복 프레임에서 발견된 복수의 연속하
는 각 동기 슬롯 내의 위치로 정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슬롯이 하나 이상인 경우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    )는 동기 슬롯마다 하나씩 존재하며, 
제2 상관 단계는 복수이 프레이밍 동기 부호를 각 동기 슬롯내의 위치로 정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프레이밍 동기 부호가 상호 직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장치.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기 동작은 또한, 프레이밍 동기 부호(     )와 관련하는 반복 프레임에서 공지된 상대적인 
위치로부터 프레임 동기 타이밍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리 장치.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부호(    )와 상기 프레이밍 동기 부호(    )가 겹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처
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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