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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관한 것으로서, 기지국과 슬롯 경계 타이밍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을 일치시킨 후
의사잡음 코드 번호 및 타이밍을 획득하여 초기 셀 탐색을 완료한 후 상기 초기 셀 탐색시 검출한 상기 의사잡음 코
드 타이밍을 기준으로 일정 제1영역을 탐색하여 다중 경로 탐색을 수행하며, 슬립상태에서 재포착시 상기 슬립 상
태 이전에 획득한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을 기준으로 상기 제1영역보다 큰 제2영역을 탐색하여 재포착을 수행하고,
상기 기지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상기 초기 셀 탐색 및 다중 경로 탐색을 선택적으로 사용하
여 인접 셀 탐색을 수행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초기 셀 탐색, 인접 셀 탐색, 다중 경로 탐색, 재포착, 기준 타이밍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UMTS의 동기 채널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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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일반적인 UMTS의 공통 파일럿 채널의 변조 패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 셀 탐색 장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 4은 도 3의 1단계 셀 탐색기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 5는 도 3의 2단계 셀 탐색기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 6a-6b는 일반적인 UMTS의 제2동기코드 할당 테이블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도 3의 3단계 셀 탐색기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 8은 도 3의 다중 경로 탐색기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UMTS 방식의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동국 셀 탐색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이동통신 시스템(Mobile Communication System)인 코드 분할 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 일 예로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이동국(MS: Mobile Station)은 파워 온
(power on)시 의사잡음(PN: Pseudo Noise) 코드 타이밍(timing)을 획득하고(초기 셀 탬색(initial cell search) 과
정), 상기 획득한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레이크(Rake) 복조를 위하여 수신 신호의 다
중 경로(Multipath) 신호 성분을 검출하고(다중 경로 탐색(multi-path search) 과정), 핸드오프(handoff) 영역에서
상기 이동국 자신이 핸드오프해야할 인접 셀(neighbor cell)을 탐색하며(인접 셀 탐색(neighbor cell search) 과
정), 마지막으로 유휴상태에 "slotted mode"를 선택하여 사용할 때 슬립(sleep) 상태에서 깨어날 때 상기 슬립 상태
시 잃어버린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을 재포착하는(재포착(re-acquisition) 과정) 역할을 수행하는 탐색기(searcher)
를 구비한다.

그러면 상기 탐색기가 수행하는 역할들, 즉 초기 셀 탐색, 다중 경로 탐색, 인접 셀 탐색 및 재포착을 설명하기로 한
다.

먼저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국의 탐색기가 동기화, 즉 상기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을 획득
하는데 사용되는 채널(channel)은 순방향 파일럿 채널(forward pilot channel)이다. 상기 순방향 파일럿 채널은 특
정 기지국의 셀(cell) 영역 내에서 동작하는 모든 이동국들이 상기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을 획득하기 위해, 즉 상기
모든 이동국들이 상기 기지국과 동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데이터는 변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잡음 코
드만 확산(scrambling)된 채널이며 항상 전송된다. 상기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기지
국들은 전세계 위치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에 의하여 상기 기지국들간에 상호 동기화되기
때문에 상기 기지국들 각각은 동일한 의사잡음 코드를 사용하면서 단지 상기 기지국들 각각에 상이한 오프셋
(offset)을 주어 상기 기지국들 상호간에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상기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이동국은 파워온시 순방향 파일럿 채널을 이용하여
이동국 자신이 속한 기지국의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을 획득하게 되고, 상기 파워온에 따른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을
획득하여 상기 기지국과 동기를 획득하는 동작이 바로 상기 초기 셀 탐색(initial cell search)이다. 그리고 상기 이
동국 자신이 속한 기지국에 대해서 획득한 의사 잡음 코드 타이밍 주위의 일정 영역(window)을 탐색하여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의 변화량 및 수신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 성분을 검출하는 동작이 바로 상기 다중 경로 탐색(multi-
path search)이다.

또한, 핸드오프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국이 현재 속해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인접 셀
(neighbor cell)들의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인접 셀들의 순방향 파일럿 채널의 세기를 측정하
는 동작이 바로 상기 인접 셀 탐색(neighbor cell search)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이동국이 유휴 상태(idle state)에
서 대기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slotted mode로 동작하는 경우 슬립(sleep) 상태에서 깨어날 때 이전에 획득된
의사 잡음 코드 타이밍 주위의 일정 영역(window)을 탐색하여 상기 슬립 상태에 있던 동안 손실한 의사 잡음 코드
타이밍을 재포착하는 동작이 바로 상기 재포착(re-acquisition)이다.

즉, 상기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이동국이 상기 초기 셀 탐색과, 다중 경로 탐색과, 인접셀
탐색 및 재포착을 수행할 때 상기 순방향 파일럿 채널을 이용하여 동작하며, 상기 초기 셀 탐색과, 다중 경로 탐색과,
인접셀 탐색 및 재포착 각각의 경우 그 동작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탐색기 하드웨어를 구현한 후 초기 포
착 및 재포착 과정에서는 상기 초기 셀 탐색 및 재포착 방식으로 동작시키고, 유휴 상태 및 통화 상태에서는 다중 경
로 탐색 및 인접셀 탐색 방식으로 동작시키는 것을 교대하면서 동작하도록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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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은 차세대 통신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상기 차세대 통신 시스템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역시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지만 비동기형 기
지국 시스템으로서, 기지국간 비동기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상기 UMTS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이동국(UE:
User Element, 상기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이동국(MS)와 동일한 개념) 역시 상기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이동국과 마찬가지로 상기 초기 셀 탐색과, 다중 경로 탐색과, 인접셀 탐색 및
재포착 동작을 수행해야한다.

그런데 상기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과 상기 UMTS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상기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은 동기식 시스템이며 상기 UMTS는 비동기식 시스템으로서
상기 초기 셀 탐색과, 다중 경로 탐색과, 인접셀 탐색 및 재포착 동작에서 상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상기 IS-95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과 상기 UMTS간의 상이점에 따라 상기 UMTS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UMTS를 구성하고 있는 기지국(Node B)들 각각에는 상기 기지국들 각각을 구분하기 위한 셀 구분 코드
(Cell Specific Code)가 할당되어 있고, 그 할당된 셀 구분 코드를 가지고 상기 UMTS를 구성하고 있는 기지국 각각
을 구분한다. 상기 UMTS를 구성하고 있는 셀(Cell)이 일 예로 512개고, 상기 셀마다 각각 하나의 기지국이 존재할
경우 상기 UMTS를 구성하는 기지국들은 512개가 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그러면, 상기 512의 기지국들 각각에
는 서로 다른 셀 구분 코드가 할당되고, 상기 512개 기지국들 각각에 할당되어 있는 셀 구분 코드를 가지고 상기
UMTS를 구성하고 있는 기지국들 각각을 구분한다.

그런데, 이동국이 이동국 자신이 속한 기지국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상기 UMTS를 구성하는 기지국들 각각에 대한
탐색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상기 UMTS를 구성하는 512개 기지국들 각각에 대한 탐색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동국이 상기 UMTS를 구성하는 512개 기지국들 각각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는 것은 상기 512개 기지국들
각각의 셀 구분 코드를 구성하는 부호의 각각의 위상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므로, 이동국 자신이 속한 셀을 탐색하
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UMTS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지국들에 대한 일반적인 셀 탐
색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다단계 셀탐색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다. 상기 다단계 셀 탐색 알
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기 UMTS에 속해 있는 다수개의 기지국들, 예를 들어 512개의 기지국들을 소정 개
수의 그룹, 예를 들어 64개의 그룹(Group 0~Group 63)으로 분류한다. 상기 분류된 64개의 그룹 각각에 서로 다른
그룹 구분 코드를 할당하여 기지국 그룹을 구분하고, 상기 각각의 기지국 그룹들은 8개의 기지국들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상기 8개의 기지국들 각각은 공통 파일럿 채널(CPICH: Common PIlot CHannel)을 확산하는 코드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므로, 상기 채널을 확산하는 스크램블링 코드(scrambling code)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동국 자신이
속한 기지국을 탐색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다단계 셀 탐색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셀 탐색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1단계 셀 탐색 과정은
이동국이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제1동기채널(P-SCH: Primary Synchronization CHannel)신호를 수신하여 그 중
최대전력으로 수신되는 슬럿 타이밍을 찾아 동기하는 과정이다. 2단계 셀 탐색 과정은 상기 이동국이 상기 1단계 셀
탐색 과정에서 탐색된 슬럿 타이밍 정보를 받아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제2동기채널(S-SCH: Secondary
Synchronization CHannel)을 통해 프레임 동기 및 이동국 자신이 속한 기지국 그룹을 검출하는 과정이다. 3단계
셀 탐색 과정은 상기 이동국이 상기 2단계 셀탐색에서 탐색된 프레임 동기 및 기지국 그룹 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공통 파일럿 채널(CPICH) 신호를 가지고 이동국 자신이 속한 기지국을 최종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다단계 셀탐색 알고리즘, 즉 3단계 셀 탐색은 UMTS에서 초기 셀탐색에서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
이다. 그러나 상기 UMTS에서 동작하는 이동국의 탐색기는 상기 초기 셀 탐색뿐만 아니라 다중 경로 탐색, 인접 셀
탐색 및 재포착 동작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상기 3단계 셀탐색 구조를 가지는 셀 탐색기는 상기 초기 셀 탐색에
는 적합하지만 상기 다중 경로 탐색, 인접 셀 탐색 및 재포착 동작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상기 3단게 셀 탐색 구조를
가지는 탐색기의 다중 경로 탐색, 인접 셀 탐색 및 재포착 동작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상기 다중 경로 탐색의 경우 급격한 채널 상황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초기 셀 탐색시 이미
획득된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PN code timing) 주위의 일정 영역(window)만을 초당 수십 Hz의 고속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나 상기 3단계 셀 탐색은 이러한 고속 탐색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상기 인접 셀 탐색의 경우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셀의 의사잡음 코드 넘버(PN code number) 또는 의사
잡음 코드 타이밍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상기 기지국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설명한 3단
계 셀 탐색을 채택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상기 두 가지 정보 들중에서 하나의 정보만 제공되거나 혹은 상기 두 개의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상기 3단계 셀 탐색이 아닌 별도의 다른 탐색 방법이 상기 인접 셀 탐색
에 더 우수한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로, 상기 재포착의 경우 이동국의 대기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최단시간 내에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을 탐
색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상기 3단계 셀 탐색 방법은 다단계 셀 탐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잡음 코드 타이
밍 고속 탐색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보다 대기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오프라인(off-line) 재
포착이 요구되는 경우 상기 3단계 셀 탐색 방법에서 1단계 셀 탐색 및 2단계 셀 탐색은 오프라인 탐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3단계 셀 탐색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다중 경로 탐색과, 인접 셀 탐색 및 재포착의 문제점 이외에도 기준 타이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 "기준 타이밍 문제"라 함은 상기 UMTS에서 동작하는 이동국이 초기 셀 탐색을 위하여 1단계 셀 탐색 탐
색기, 2단계 셀 탐색 탐색기, 3단계 셀 탐색 탐색기를 구비하고, 다중 경로 탐색, 인접 셀 탐색, 재포착을 위하여 추
가적인 탐색기를 구비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은 최소 4개의 탐색기를 가지게 되는데 상기 탐색기들 각각이 탐색 천
이시 원만한 타이밍 천이를 하기 위해서는 상기 이동국의 탐색기들에 대한 기준 타이밍(timing reference)이 필요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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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탐색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다중 경로 탐색을 수행하는 셀탐색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 따라 적응적으로 인접 셀탐색을 수
행하는 셀 탐색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대기시간 증대를 위한 최단시간 재포착을 수행하는 셀탐색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초기 셀 탐색, 다중 경로 탐색, 인접 셀 탐색 및 재포착에 따른 상태천이시 기준 타이밍을
제공하는 셀탐색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장치에 있어서, 제1동기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제1동기 채널 신호로부터 기지국과의 슬럿 경계 타이밍을 획득하는 1단계 셀 탐색기와,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에 동기하여 제2동기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제2동기 채널 신호로부터 상기 기지국과
프레임 경계 타이밍을 획득하며, 상기 기지국이 속한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을 검출하는 2단계 셀 탐색기와, 상기 프
레임 경계 타이밍에 동기하여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지국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검출하여 코드
타이밍을 획득하는 3단계 셀 탐색기와, 상기 코드 타이밍을 기준으로 미리 설정한 일정 영역 내에서 상기 공통 파일
럿 채널 신호와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를 상관하여 피크이면서 미리 설정한 제1임계값 이상의 상관에너지를 가지는
다중 경로 신호들을 검출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와,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에 각각에 대한 인
덱스를 생성하며, 상기 탐색기들의 상태 천이시 상기 인덱스를 기준 타이밍으로 제공하는 타이밍 제어기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슬럿 경계 타이밍과, 프레임 경계 타이밍 및 코드 타이밍에 대한
인덱스를 제공하여 기준 타이밍을 제어하는 타이밍 제어기를 구비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방법에 있어서,
제1동기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기지국과 슬럿 경계 타이밍을 획득하는 1단계 셀 탐색 과정과,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
에 동기한 후 제2동기 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기지국과 프레임 경계 타이밍을 획득하며, 상기 기지국이 속한 스
크램블링 코드 그룹을 검출하는 2단계 셀 탐색 과정과, 상기 획득한 프레임 경계 타이밍에 동기한 후 공통 파일럿 채
널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들중 상기 기지국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검출하여 코드 타이밍을 획
득하여 초기 셀탐색을 완료하는 3단계 셀 탐색 과정과, 상기 초기 셀 탐색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타이밍 제어기로부터 다중 경로 신호 검출을 위해 상기 획득한 코드 타이밍이 주어지면, 상기 코드 타이밍을 기준으
로 미리 설정한 일정 제1영역 내에서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와 상관하여 피크이면서
미리 설정한 제1임계값 이상의 상관에너지를 가지는 다중 경로 신호들을 검출하는 다중 경로 탐색 과정과, 상기 초
기 셀 탐색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타이밍 제어기로부터 재포착을 위한 상기 코드 타이밍이 주어
지면, 상기 제1영역보다 큰 제2영역 내에서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와 상관한 최대값이
상기 제1임계값 이상의 상관에너지를 가질 경우 재포착하는 재포착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
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1은 일반적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의 동기 채널(Synchronization Channel)
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에는 기지국(Node B)에서 이동국(UE: User Element)으로 전송하는 채널 신
호들의 시간축을 기준으로 상기 동기 채널의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UMTS에서 상기 이동국의 탐색기(searcher)가 동기화 목적으로 이용하는 채널
(channel)들로는 동기채널(SCH: Synchronization CHannel)과 공통 파일럿 채널(CPICH: Common Pilot
Channel)이 존재한다. 상기 동기 채널은 상기 이동국의 셀(cell) 탐색에 사용될 목적으로 채택된 순방향(downlink)
신호로서, 두 개의 서브 채널(sub-channel), 즉 제1동기채널(P-SCH: Primary Synchronization CHannel)과 제2
동기채널(S-SCH: Secondary Synchronization CHannel)로 구성된다. 상기 제1동기 채널 및 제2동기 채널 각각의
한 슬럿(slot)은 2560chips로 구성되고, 15개의 슬럿들이 하나의 무선 프레임(Radio Frame)으로 구성되므로, 상기
하나의 프레임은 38400chips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1동기채널은 상기 UMTS를 구성하고 있는 기지국들, 일 예로 512개의 기지국들마다 동일한 코드로 구성되
는 채널로서, 제1동기코드(PSC: Primary Synchronization Code)(CP)로 전송된다. 상기 제1동기채널은 상기 슬럿

들 각각에서 상기 제1동기코드를 각 슬럿의 1/10주기만큼, 즉 256chips만큼 전송하며, 상기 이동국은 상기 기지국
에서 전송한 제1동기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기지국의 슬럿 타임(Slot Time)을 동기한다.

상기 제1동기채널 신호와 함께 상기 기지국은 제2동기채널(S-SCH: Secondary Synchronization Channel) 신호
를 전송하는데, 상기 제2동기채널은 상기 UMTS를 구성하고 있는 기지국들, 즉 512개 기지국들을 소정개수, 일 예
로 64개의 기지국 그룹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상기 기지국 자신이 속하는 기지국 그룹의 기지국 그룹 구분 코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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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동기코드(SSC: Secondary Synchronization Code)(CS
I,K)를 전송하며, 상기 제2동기 코드는 15심벌(Symbol)

로 구성된 시퀀스(sequence)로서 256chips 길이로 전송된다. 여기서, 상기 제2동기코드 (CS
i.k)에서 I(= 0, 1, ....,

63)는 기지국 그룹수, 즉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scrambling code group)수를 나타내며, k(= 0, 1,...., 14)는 슬럿
넘버(slot number)를 나타낸다. 그리고 상기 제2동기코드는 길이가 256 chips인 16개의 코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며, 상기 제2동기 코드의 시퀀스는 해당 기지국의 순방향 스크램블링 코드가 어떤 코드 그룹에 속하는지를 나타낸
다. 여기서, 상기 코드 그룹은 상기 기지국 그룹 구분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들의 그룹을 나타낸다. 상기 제2동기채널
역시 상기 슬럿들 각각에서 상기 제2동기코드를 각 슬럿의 1/10주기만큼, 즉 256chips만큼 전송하며, 상기 이동국
은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한 제2동기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국이 속한 기지국의 기지국 그룹 및 프레임 동
기한다.

또한. 상기 도 1에서 상기 제1동기 코드와 제2동기 코드는 심볼(symbol) a에 의하여 변조되는데, a가 '1'이면 해당
기지국의 프라이머리 공통 제어 물리 채널(P-CCPCH: Prim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이 시공간 블
록 코딩 전송 다이버시티(STTD: Space Time block coding based Transmit Diversity) 인코딩(encoding)되었음
을 나타내고, 상기 a가 '-1'이면 상기 해당 기지국의 프라이머리 공통 제어 물리 채널이 상기 시공간 블록 코딩 전송
다이버시티 인코딩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상기 도 1을 참조하여 상기 UMTS 동기 채널 구조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공통 파일럿 채널의 변조 패
턴을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는 일반적인 UMTS의 공통 파일럿 채널(CPICH: Common PIlot CHannel)의 변조 패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은 미리 설정된 심벌 시퀀스(pre-defined symbol sequence)를 전달
하는 30kbps rate의 순방향 물리 채널(downlink physical channel)이다. 임의의 기지국에서 순방향 채널에 송신
다중화가 사용되는 경우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은 동일한 채널 구분 코드(channelization code) 및 스크램블링 코드
(scrambling code)를 사용하여 두 개의 안테나, 즉 제1안테나(antenna 1)와 제2안테나(antenna 2)를 통해 전송된
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제1안테나 및 제2안테나에서 공통 파일럿 채널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심벌 시퀀스는 서로
다르게 되는데 상기 두 개의 안테나들 각각에 대한 심벌 시퀀스는 상기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다. 그리고 상기 기지
국의 순방향 채널에 송신 다중화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제1안테나의 심벌 시퀀스가 사용된다.

그리고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은 제1공통 파일럿 채널(primary CPICH)과 제2공통 파일럿 채널(secondary
CPICH)의 2개 서브 채널로 구성된다. 상기 제1공통 파일럿 채널은 0번 채널 구분 코드와 0번 스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링되며 상기 셀마다 한 개씩 존재하여 상기 셀 전체로 방송(broadcasting)된다. 그리고 상기 제2공통 파일
럿 채널은 임의의 채널 구분 코드와 제1동기코드 및 제2동기코드로 스크램블링 되며, 셀마다 0/1/다수개 존재하여
셀 전체 또는 셀의 일부로 방송된다. 결국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은 해당 셀의 나머지 전용 물리 채널(DPCH:
Dedicated Physical CHannel)들의 기준 위상(phase reference)이며 이동국의 셀 탐색에 사용된다.

한편,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MTS에서 동작하는 이동국의 탐색기(searcher)는 초기 셀 탬색(initial cell
search), 다중 경로 탐색(multi-path search), 인접 셀 탐색(neighbor cell search), 재포착(re-acquisition)을 수
행하여야만 하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에 따른 상기 이동국 탐색기의 초기 셀 탐색, 다중 경로 탐색, 인접 셀 탐색 및
재포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상기 초기 셀 탐색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초기 셀 탐색의 경우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단계 셀 탐색이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본 발명의 실시에
에서는 상기 초기 셀 탐색에 상기 3단계 셀탐색을 채택하기로 한다. 상기 초기 셀 탐색은 우선 1단계 셀탐색에서 슬
럿(slot)내의 일정 간격, 일 예로 1/2 chip 간격의 모든 가설지점들에서 수신신호와 상기 이동국에서 생성한 제1동
기코드와의 상관값들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상관값들 중에서 최대값이 미리 설정한 임계값 이상이면 슬럿 타이
밍을 동기하여 해당 슬럿 경계 타이밍(slot boundary timing)에 대한 2단계 셀 탐색으로 천이하고, 상기 최대값이
상기 임계값 미만일 경우 다시 상기 1단계 셀 탐색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2단계 셀 탐색에서 상기 1단계 탐색에서 발견된 슬럿 경계 타이밍(slot boundary timing)에 대하여 수
신신호와 상기 이동국에서 생성한 16개의 제2동기코드와의 상관값을 모두 검출한 후 64개의 코드 그룹, 즉 기지국
그룹 및 15개의 프레임 경계(frame boundary) 가설에 대하여 상관값을 다시 검출한다. 그래서 상기 검출한 상관값
들 중 최대값이 미리 설정한 임계값 이상이면 해당 코드 그룹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frame boundary timing)에 대
하여 3단계 탐색으로 천이하고, 상기 최대값이 상기 임계값 미만인 경우 다시 상기 1단계 탐색을 수행한다.

상기 3단계 셀 탐색에서 상기 2단계 셀 탐색에서 발견된 코드 그룹에 속하는 8개의 제1스크램블링 코드(Primary
Scrambling Code)들에 대한 상관값들을 검출한 후 상기 상관값들 중 최대값이 미리 설정한 임계값 이상이면 최종
적으로 셀 탐색에 성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상기 최대값이 상기 임계값 미만일 경우 다시 상기 1단계 탐색을 수행한
다.

두 번째로, 상기 인접 셀 탐색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인접 셀 탐색의 경우 기지국(Node B)으로부터 인접 셀의 의사잡음 코드 넘버 도는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 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인접 셀에 대한 정보 제
공 여부 및 상기 정보 제공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상황에 적응적으로, 즉 상기 초기 셀탐색의 3단계 탐색,
2단계 탐색과 다중경로 탐색 중에서 동일한 채널상황에서 동일한 탐색능력을 가지면서도 최소의 탐색 시간이 소요
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러면 상기 인접 셀 탐색의 적응적인 탐색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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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상기 이동국은 상기 인접 셀 탐색 방법으로 상기
초기 셀탐색에 설명한 바와 같은 3단계 셀 탐색을 이용한다.

이때 3단계 탐색은 한 slot내의 일정 간격의 모든 가설지점에서 수신신호와 UE에서 생성한 PSC와의 상관값을 구하
고 이 중에서 임계값 이상인 복수 개의 상관값에 대하여 해당 slot boundary timing에 대한 2단계 탐색으로 천이하
고, 모두 임계값 이하인 경우 다시 1단계 탐색을 수행하는 1단계 탐색 방법과, 1단계 탐색에서 발견된 각각의 slot
boundary timing에 대하여 수신신호와 UE에서 생성한 16개의 SSC와의 상관값을 모두 구한 후 64개의 code
group 및 15개의 frame boundary 가설에 대하여 상관값을 다시 구하여, 그 중에서 임계값 이상인 복수 개의 상관
값에 대하여 해당 code group 및 frame boundary timing에 대하여 3단계 탐색으로 천이하고, 모두 임계값 이하인
경우 다시 1단계 탐색을 수행하는 2단계 탐색 방법과, 2단계 탐색에서 발견된 각각의 code group에 대하여 수신신
호와 code group 속하는 8개의 Primary Scrambling Code에 대한 상관값을 구하여, 이 중에서 특정 임계값 이상이
며 동일 인접 셀에 속하는 상관값들을 합한 값이 또 다른 임계값 이상인 경우 해당 인접 셀로의 핸드오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인접 셀로의 핸드오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2)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셀의 의사잡음 코드 넘버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셀의 의사 잡음 코드 넘버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 상기 인접 셀 탐색 방법으로 상기 3단계
셀 탐색 방법과 2단계 셀 탐색 방법 중에서 동일한 채널상황에서 동일한 탐색능력을 가지면서 최소의 탐색시간이
필요한 탐색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이때 2단계 셀 탐색은 한 슬럿(slot)내의 일정 간격, 즉 1/2 chip 단
위의 모든 가설지점들에서 수신신호와 이동국에서 생성한 제1동기 코드와의 상관값들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상
관값들 중에서 임계값 이상인 복수 개의 상관값들에 대하여 해당 슬럿 경계 타이밍(slot boundary timing)에 대해
서 상기 3단계 셀 탐색으로 천이하고, 상기 검출한 상관값들이 모두 임계값 미만인 경우 다시 1단계 탐색을 수행한
다. 그리고 상기 1단계 탐색에서 발견된 각각의 슬럿 경계 타이밍(slot boundary timing)에 대하여 15개의 프레임
경계 타이밍(frame boundary timing) 가설 및 상기 기지국에서 제공된 인접 셀의 의사 잡음 코드 넘버의 모든 경우
의 수에 대한 상관값들을 검출한다. 상기 검출한 상관값들 중에서 특정 제1임계값 이상이며 동일 인접 셀에 속하는
상관값들을 합한 값이 또 다른 제2임계값 이상인 경우 해당 인접 셀로의 핸드오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
지 않은 경우 해당 인접 셀로의 핸드오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3단계 탐색 방법으로 구성된다.

(3)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셀의 의사잡음 코드 넘버 및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셀의 의사잡음 코드 넘버 및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상기 인접 셀
탐색을 위해 상기 3단계 셀 탐색 방법 및 2단계 셀 탐색 방법과 다중 경로 탐색 방법 중에서 동일한 채널 상황에서
동일한 탐색 능력을 가지면서 최소의 탐색 시간이 필요한 탐색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여기서 상기 다중
경로 탐색은 상기 인접 셀의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 전후의 일정 영역(window)에서 일정 간격의 모든 가설지점에 대
한 상관값들을 검출한 후, 상기 검출한 상관값들 중에서 최대값이면서 특정 제1임계값 이상인 복수 개의 상관값들
을 합한 값이 또 다른 제2임계값 이상인 경우 해당 인접 셀로의 핸드오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 해당 인접 셀로의 핸드오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세 번째로, 상기 다중 경로 탐색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다중 경로 탐색의 경우 급격한 채널 상황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고속 탐색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상기 다중 경로 탐색은 이동국이 속한 셀의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 전후의 일정 영역(window)에서 일정 간격
의 모든 가설지점들에 대한 상관값들을 구한 후 그 중에서 피크값이면서 특정 임계값 이상인 복수개의 상관값을 검
출한다. 그러면 그 피크(peak)값이면서 특정 임계값 이상인 상관값을 지니는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들이 다중 경로
신호 성분들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상기 재포착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재포착의 경우 이동국의 대기 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속 탐색 및 오프 라인 탐색이 요구되므로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다중 경로 탐색 방법을 이용한다. 여기서 상기 다중 경로 탐색은 상기 이동국이 슬립 상태(Sleep state)
로 진입하기 직전의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 전후의 일정 영역(window)에서 일정 간격의 모든 가설지점들에 대한 상
관값들을 검출한 후, 상기 검출한 상관값들 중에서 피크(peak)값이면서 특정 임계값 이상인 복수 개의 상관값들을
검출한다. 그중에서 최대값이면서 특정 임계값 이상인 상관값을 지니는 의사 잡음 코드 타이밍으로 재포착되는 것
이다.

그러면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초기 셀 탐색, 인접 셀 탐색, 다중 경로 탐색 및 재포착을 수행하기 위
한 셀 탐색 장치를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 셀 탐색 장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먼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셀 탐색은 3단계 셀 탐색을 이용하는 초기 셀 탐색(Initial
Cell Search)과, 기지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유무 및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될 경우 그 제공되는 정보
의 종류에 따라 상기 3단계 셀 탐색, 2단계 셀 탐색 및 다중 경로 탐색 중에서 동일한 채널 상황에서 동일한 탐색 능
력을 가지면서 최소의 탐색 시간을 필요로 하는 탐색 방법을 선택하여 인접 셀을 탐색하는 인접 셀 탐색(Neighbor
Cell Search)과, 다중 경로 탐색(Multi-path Search) 및 재포착(Re-acquisition)을 모두 지원하여야만 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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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기 이동국 셀 탐색 장치 역시 상기 초기 셀 탐색과, 인접 셀 탐색과, 다중 경로 탐색 및 재포착을 지원하기 하기
위해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1단계 셀 탐색기(400)와, 2단계 셀 탐색기(500)와, 3단계 셀 탐색기(700)와, 다
중경로 탐색기(800), 타이밍 제어기(600)로 구성된다.

즉, 상기 이동국은 상기 3단계 셀 탐색을 수행하여 초기 셀 탐색을 완료한 후 상기 2단계 또는 3단계 셀 탐색을 이용
하여 인접 셀 탐색을 수행하므로 1단계 셀 탐색기(400), 2단계 셀 탐색기(500) 및 3단계 셀 탐색기(700)를 각각 1
개씩만 구비하여도 상기 초기 셀 탐색 및 인접 셀 탐색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접 셀 탐색과, 다중 경로 탐색 및
재포착 역시 상기 다중 경로 탐색기(800)에서 지원가능하다. 그리고 상기 타이밍 제어기(600)는 상기 1단계 셀 탐
색기(300)와, 2단계 셀 탐색기(400)와, 3단계 셀 탐색기(700) 및 다중 경로 탐색기(800) 상호간의 원만한 탐색 타
이밍 천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 타이밍을 제공하는 타이밍 제어기와 각각의 탐색기 간의 원만한 탐색 타이밍 천
이를 지원한다. 또한 상기 타이밍 제어기(600)는 제1카운터(300)와 제2카운터(350)를 구비하고, 상기 제1카운터
(300)는 상기 탐색 타이밍 천이시 슬럿 경계 타이밍을 위한 카운팅을 수행하고, 상기 제2카운터(350)는 프레임 경
계 타이밍을 획득하기 위한 카운팅을 수행한다.

그러면 상기 도 3에서 설명한 셀 탐색 장치의 구성부들중 첫 번째로 상기 1단계 셀 탐색기(400) 구조를 도 4를 참조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4은 도 3의 1단계 셀 탐색기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먼저 상기 1단계 셀 탐색기(400)는 이동국으로 수신되는 제1동기 채널 신호와 상기 이동국에서 생성한 제1동기코
드와의 상관값을 한 슬럿 내의 일정간격, 즉 1/2 chip 간격의 모든 가설 지점들에서 검출한다. 상기 검출한 상관값들
중에서 피크(peak)이면서 미리 설정한 임계값 이상의 상관값을 가지는 복수개의 슬럿 경계 타이밍을 검출한다. 상
기 1단계 셀 탐색기(400)에서 수행하는 탐색이 초기 셀 탐색인 경우 상기 복수개의 슬럿 경계 타이밍들중 최대값의
상관값을 가지는 슬럿 경계 타이밍만을 2단계 셀 탐색기(500)에서 이용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1단계 셀 탐색기
(400)에서 수행하는 탐색이 인접 셀 탐색인 경우 핸드오프 가능성이 있는 인접 셀을 검출하기 위해서 상기 복수개의
슬럿 경계 타이밍들을 모두 상기 2단계 셀 탐색기(500)에서 이용하도록 제어한다.

상기 1단계 셀 탐색기(400)로 I-채널 성분과 Q-채널 성분으로 구성된 제1동기채널 신호가 입력되면 그 입력된 제1
동기 채널 신호는 데시메이터(decimator)(311)로 입력된다. 여기서, 상기 제1동기채널 신호는 칩당
2S(S=0,1,2,....)개씩 상기 데시메이터(311)로 입력된다. 상기 데시메이터(311)는 상기 칩당 2S(S=0,1,2,....)개씩
입력되는 상기 제1동기 채널 신호를 2M( )개를 선택하여 병렬로 출력한다. 상기 데시메이터(311)에서 병렬 출
력한 제1동기 채널 신호는 각각 상관기(313),(315),.....,(317),(319)로 입력된다. 여기서, 상기 상관기들의 개수는
상기 데시메이터(311)에서 출력하는 2M( )개에 I-채널 성분 및 Q-채널 성분 개수만큼 필요로 된다.

상기 상관기들중 상관기(313),(315)는 상기 제1동기 채널 신호의 I-채널 신호 성분에 대해서 상기 1단계 셀 탐색기
(400)에서 생성하는 제1동기코드와의 상관값을 검출하고, 상관기(317),(319)는 상기 제1동기 채널 신호의 Q-채널
신호 성분에 대해서 상기 제1동기코드와의 상관값을 검출한다. 여기서 상기 상관기들(313),(315),(317),(319)은
PEGC(Pruned Efficient Golay Correlator)로서 입력되는 I-채널 신호 또는 Q-채널 신호와 상기 제1동기코드와의
상관값(correlation value)을 구하여 매 칩(chip)마다 출력한다.

상기 제1동기채널 신호의 I-채널 성분에 해당하는 상관값을 검출하는 상관기들(313),(315)에서 출력하는 상관값들
은 상기 제1동기채널의 I-채널 성분에 대한 상관에너지를 검출하는 에너지 계산기(Energy Calculator)(321)로 출
력된다. 그리고 상기 제1동기채널 신호의 Q-채널 성분에 해당하는 상관값을 검출하는 상관기들(317),(319)에서 출
력하는 상관값들은 상기 제1동기채널의 Q-채널 성분에 대한 상관에너지를 검출하는 에너지 계산기(323)로 출력된
다. 상기 에너지 계산기(321)는 상기 상관기들(313),(315)에서 출력되는 상기 제1동기채널신호의 I-채널 성분에 대
한 상관값들을 입력하여 제곱한 후 가산하여 그 상관에너지를 계산하여 병렬/직렬 변환기(P/S Convertor)(325)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에너지 계산기(323)는 상기 상관기들(317),(319)에서 출력되는 상기 제1동기채널신호의
Q-채널 성분에 대한 상관값들을 입력하여 제곱한 후 가산하여 그 상관에너지를 계산하여 상기 병렬/직렬 변환기
(325)로 출력한다.

상기 병렬/직렬 변환기(325)는 상기 에너지 계산기들(321),(323)에서 출력한 상기 제1동기채널 신호의 I-채널 성
분 및 Q-채널 성분에 대한 상관에너지들을 입력하여 차례로 직렬 변환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직렬/병렬 변환
기(325)로 입력되는 상기 상관에너지들은 Tc/2M간격으로 입력되며, 상기 입력되는 상관에너지들, 즉 2M개의 상관
에너지들을 차례로 출력하는 것이다. 상기 병렬/직렬 변환기(325)에서 출력되는 2M개의 상관에너지들은 누적기
(Accumulator)(327)로 입력된다. 상기 누적기(327)는 상기 병렬/직렬 변환기(325)에서 출력되는 상관에너지들을
해당 가설지점들에 대한 누적 상관에너지에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누적한다. 상기 누적기(327)가 상기 누적동작을
완료하면 그 누적완료된 상관에너지를 피크 검출기(peaks detector)(329)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피크 검출기(329)는 상기 누적기(327)에서 출력한 2560×2M개의 가설지점들에 대한 누적 상관에너지
들 중에서 피크이면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K1개의 누적 상관에너지들을 검출한다. 그리고 제어기(도시하지 않
음)는 상기 피크 검출기(329)에서 검출한 K1개의 누적 상관 에너지들을 미리 설정한 임계값과 비교하여 상기 임계
값 이상인 누적 상관 에너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1단계 셀 탐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2단계 셀 탐색으로 천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1단계 셀 탐색을 다시 수행하도록 제어한다. 여기서, 상기 피크 검출기(329)가 상기 누적
상관 에너지들중 최대값을 가지는 누적 상관 에너지만 검출하지 않고 상기 피크이면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K1
개의 누적 상관 에너지들을 검출하는 이유는 상기 1단계 셀 탐색기(400)가 초기 셀 탐색뿐만 아니라 인접셀 탐색에
도 사용되기 때문에, 핸드오프의 가능성이 있는 인접 셀을 발견하기 위하여 피크이면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복
수개의 누적 상관에너지들을 검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기 제어기는 초기 셀 탐색일 경우 상기 피크 검출기(32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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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출하는 누적 상관에너지를 최대값을 가지는 누적 상관 에너지만을 검출하게 제어하고, 상기 인접 셀 탐색일 경
우 상기 피크 검출기(329)에서 검출하는 누적 상관에너지를 피크이면서 가장 에너지가 큰 복수개의 누적 상관 에너
지들을 검출하도록 제어한다.

이렇게 1단계 셀 탐색이 종료되면, 특히 상기 1단계 셀 탐색이 완료되면 상기 도 3에서 설명한 타이밍 제어기(600)
의 제1카운터(300)의 카운팅값이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값, 일 예로 α로 설정되어 상기 2단계 셀 탐색기(500)로 출
력된다.

상기 도 4에서는 상기 1단계 셀 탐색기(400)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상기 2단계 셀 탐색기(500) 구조를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5는 도 3의 2단계 셀 탐색기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먼저, 상기 2단계 셀 탐색기(500)는 상기 1단계 셀 탐색을 완료한 슬럿 경계 타이밍에 대하여, 즉 상기 이동국이 슬
럿 타이밍된 상태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수신되는 제2동기채널 신호와 상기 이동국에서 생성한 16개의 제2동기코드
와의 상관값을 모두 구한 후 64개의 코드 그룹 및 15개의 프레임 경계 가설 모두에 대하여 상관값을 다시 구하여 그
중에서 미리 설정한 임계값 이상의 상관값을 가지는 복수 개의 코드 그룹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frame boundary
timing)을 탐색하는 것이다. 상기 2단계 셀 탐색기(500)는 상기 2단계 셀 탐색이 초기 셀 탐색에 사용될 경우 최대
상관값을 가지는 코드 그룹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frame boundary timing)만을 3단계 셀 탐색에서 이용하도록 제
어하고, 또한 상기 2단계 셀 탐색이 인접 셀 탐색인 경우 슬럿 경계 타이밍이 일치하는 서로 다른 인접 셀들을 발견
하기 위하여 임계값 이상인 모든 검출된 코드 그룹들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들을 3단계 셀 탐색에서 이용하도록 제
어한다.

상기 2단계 셀 탐색기(500)는 고속 셀 탐색을 위해서 상기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개, 일 예로 L개로 구현된
다. 그리고 상기 L개의 2단계 셀 탐색기 각각은 동일한 구조를 가짐으로 첫 번째 2단계 셀 탐색기(500)를 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1단계 셀 탐색을 통해 슬럿 타임 동기된 상태에서 I-채널 성분과 Q-채널 성분으로 구성
된 제2동기채널 신호가 상기 2단계 셀 탐색기(500)로 입력되면, 상기 제2동기 채널 신호는 데시메이터(411)로 입
력된다. 상기 데시메이터(411)는 칩당 2S개씩 입력되는 상기 제2동기 채널 신호의 I-채널 성분과 Q-채널 성분을 상
기 2단계 셀 탐색하고자 하는 타이밍에 해당하는 특정 샘플(sample)을 선택하여 칩당 하나씩 출력한다. 상기 데시
메이터(411)에서 출력한 상기 제2동기채널 신호의 I-채널 성분은 역확산기(de-spreader)(415)로 출력되고, 상기
제2동기채널 신호의 Q-채널 성분은 역확산기(433)로 출력된다.

상기 역확산기(415)는 상기 데시메이터(411)에서 출력한 상기 제2동기채널신호의 I-채널 성분을 Z-시퀀스(Z-
sequence) 생성기(413)에서 생성한 Z-시퀀스와 역확산하여 출력하고, 상기 역확산기(433)는 상기 데시메이터
(411)에서 출력한 상기 제2동기 채널 신호의 Q-채널 성분을 상기 Z-시퀀스와 역확산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Z-시퀀스는 상기 제2동기채널 신호를 확산(spreading)하는데 사용되는 시퀀스로서, 상기 수신한 제2동기채널 신
호를 송신측에서 원래 송신한 신호로 복조하기 위해서 상기 Z-시퀀스로 역확산하는 것이다.

상기 역확산기(415) 및 역확산기(433)에서 출력되는 I-채널 역확산 신호와 Q-채널 역확산 신호는 각각 1차 누적기
(417) 및 1차 누적기(435)로 출력된다. 상기 1차 누적기(417)는 상기 역확산기(415)에서 출력하는 I-채널 역확산
신호를 16회 누적하여 출력하고, 상기 1차 누적기(435)는 상기 역확산기(433)에서 출력하는 Q-채널 역확산 신호
를 16회 누적하여 출력한다. 상기 1차 누적기(435) 및 1차 누적기(435)에서 출력되는 각각의 16회 누적된 I-채널
역확산 신호들과 Q-채널 역확산 신호들은 각각 직렬/병렬 변환기(S/P Convertor)(419) 및 직렬/병렬 변환기(437)
로 출력된다.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419)는 상기 1차 누적기(417)에서 출력한 16회 누적된 I-채널 역확산 신호를
병렬로 변환하여 일시에 출력하고,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437)는 상기 1차 누적기(435)에서 출력한 16회 누적된
Q-채널 역확산 신호를 병렬로 변환하여 일시에 출력한다.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419) 및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437)에서 출력된 신호들은 각각 고속 하다마드 변환기
(FHT: Fast Hadamard Transform)(421) 및 고속 하다마드 변환기(439)로 출력된다. 상기 고속 하다마드 변환기
(421) 및 고속 하다마드 변환기(439)는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419) 및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437)에서 출력된 신
호들을 각각 입력하여 고속 하다마드 변환(Fast Hadamard Transform)을 수행하여 256 chips 동안의 입력 신호와
16개의 제2동기 코드간의 상관값들을 출력한다. 상기 고속 하다마드 변환기(421) 및 고속 하다마드 변환기(439)에
서 출력되는 상관값들은 각각 병렬/직렬 변환기(P/S Convertor)(423) 및 병렬/직렬 변환기(441)로 출력한다. 상기
병렬/직렬 변환기(423) 및 병렬/직렬 변환기(441)는 상기 고속 하다마드 변환기(421) 및 고속 하다마드 변환기
(439)에서 출력되는 상관값들을 각각 직렬 변환하여 1차 에너지 계산기(energy calculator)(425)로 출력한다.

상기 1차 에너지 계산기(425)는 상기 병렬/직렬 변환기(423) 및 병렬/직렬 변환기(441)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즉
상관값들을 제곱한 후 가산하여 상관에너지를 2차 누적기(427)로 출력한다. 상기 2차 누적기(427)는 상기 1차 에
너지 계산기(425)에서 출력되는 상관 에너지를 해당 슬럿 및 상기 제2동기코드에 대한 누적 상관 에너지를 구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누적한다. 여기서 상기 2차 누적기(427)가 상기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상관 에너지를
누적하는 이유는 상기 제2동기 채널 신호의 EC/IO가 낮은 경우 상기 탐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상기 2차 누

적기(427)에서 상기 설정 횟수만큼 누적된 누적 상관 에너지는 개가 되며 상기 개의 상관 에너지는 2차
에너지 계산기(429)로 출력된다.

상기 2차 에너지 계산기(429)는 상기 2차 누적기(427)에서 출력된 개의 상관 에너지들과 도 6a 및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은 UMTS의 제2동기코드 할당 테이블을 비교하여 15개의 프레임 경계 타이밍(frame boundary
timing) 가설에서 64개의 코드 그룹 모두에 대하여 각각의 제2동기코드에 대한 상관값을 15회 누적하여 최대값 검
출기(431)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2차 에너지 계산기(429)는 15개의 프레임 경계 타이밍 가설에서 상기 64개 코
드 그룹 전체에 대해서 상관값들을 누적하기 때문에 상기 2차 에너지 계산기(429)에서 출력하는 누적 상관에너지
개수는 개가 된다. 상기 최대값 검출기(431)는 상기 2차 에너지 계산기(429)에서 출력한 개의 상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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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들 중 그 상관에너지 값이 최대값으로 나오는 소정 개수, 일 예로 K2개의 상관에너지들을 검출한다. 또한 상기
UMTS 제2동기코드 할당 테이블은 하기에서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하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
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래서 상기 최대값 검출기(431)는 상기 검출한 K2개의 최대값들을 멀티플렉서(MUX)(433)로 출력한다. 그리고
나머지 2단계 셀 탐색기들, 즉 2~L까지의 2단계 셀 탐색기들 각각이 K2개의 최대값들을 상기 멀티플렉서(433)로
출력한다. 상기 멀티플렉서(433)는 상기 L개의 2단계 셀 탐색기들 각긱이 출력한 K2개의 최대값들을 멀티플렉싱하
여 출력한다. 그러면 제어기(도시하지 않음)는 상기 멀티플렉서(433)에서 출력하는 최대값들을 차례대로 미리 설정
한 임계값과 비교하여 상기 임계값이상인 최대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3단계 셀 탐색으로 천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2단계 셀탐색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1단계 셀 탐색을 다시 시작하도록 제어한다.

여기서, 상기 최대값 검출기(431)가 하나의 최대값을 검출하지 않고 K2개의 최대값을 검출하는 이유는 상기 2단계
셀 탐색기가 초기 셀탐색이 아닌 인접 셀 탐색에 사용될 경우 슬럿 경계 타이밍이 일치하는 서로 다른 인접 셀들을
검출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상기 초기 셀 탐색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상기 최대값 검출기(431)는 하나의 최대값을 검
출할 것이며, 상기 2단계 셀 탐색기(500)에서 상기 데시메이터(411)에서 상기 2차 누적기(427)까지는 상기 이동국
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즉 상기 이동국의 대기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탐색하고자 하는 타이밍의 매 슬럿 경계
(slot boundary)로부터 256chips 동안만 동작하도록 한다.

상기 도 6a-6b는 일반적인 UMTS의 제2동기코드 할당 테이블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a에는 64개의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scrambling code group)들 중 0번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부터 31번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까지 32개의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들이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도 6b에는 상기 64개의 스크램
블링 코드 그룹들중 32번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부터 63번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까지 나머지 32개의 스크램블링 코
드 그룹들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 6a 및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들은 상기 UMTS
를 구성하는 기지국들, 일 예로 960개의 기지국들을 소정개수, 즉 64개의 기지국 그룹들로 분류하였을 때 상기 64
개의 기지국 그룹들 각각에 부여되는 스크램블링 코드, 즉 기지국 그룹 구분 코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들 각각은 16개의 제2동기 코드들(1번~16번)중 15개를 선택하여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한
다. 상기 16개의 제2동기 코드들중 15개를 선택하는 이유는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는 프레임 단위로 부여되며, 상기
프레임이 15개의 슬럿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기 UMTS 제2 동기 코드 할당 테이블을 가지고서 제2동기
채널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면 그 이동국이 속한 기지국의 기지국 그룹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그래서 상기 2단계 셀 탐색을 종료하면 상기 도 3에서 설명한 타이밍 제어기(600)의 제2카운터(350)의 카운팅값이
상기 2단계 셀 탐색에서 탐색한 프레임 경계 타이밍값의 인덱스, 일 예로 β로 설정된다. 그래서 상기 1단계 셀 탐색
에서 탐색한 결과 상기 제1카운터(300)의 카운팅값인 슬럿 경계 타이밍값의 인덱스인 α와 상기 2단계 셀 탐색에서
탐색한 결과 상기 제2카운터(350)의 카운팅값인 프레임 경계 타이밍값의 인덱스인 β가 3단계 셀 탐색으로 그 시작
타이밍 값으로 주어지게된다.

다음으로 도 7을 참조하여 3단계 셀 탐색기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7은 도 3의 3단계 셀 탐색기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상기 3단계 셀 탐색기는 이동국으로 수신되는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와 상기 2단계 셀탐색에서 검출한 코드 그룹에
속하는 8개의 스크램블링 코드와의 상관값을 구해 출력되는 상관값 중에서 임계값 이상인 것들을 선택하여 상기 이
동국이 속한 기지국의 스크램블링 코드 번호를 획득하거나, 핸드오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한다. 상기 3단계 셀
탐색기가 초기 셀탐색에 사용될 경우는 최대 상관값을 가지는 스크램블링 코드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frame
boundary timing)만을 이용하고, 인접 셀 탐색인 경우 상기 프레임 경계 타이밍(frame boundary timing)이 일치하
는 서로 다른 인접 셀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임계값 이상인 모든 검출된 스크램블링 코드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
(frame boundary timing)을 이용한다.

그리고 상기 3단계 셀 탐색기는 고속 탐색을 위하여, 복수개의 상관기를 구비하도록 한다. 일 예로 상기 도 7에서는
상관기가 제1상관기(610)부터 제N상관기(670)까지 N개 구비되도록 하였으며, 상기 제1상관기(610)내지 상기 제
N상관기(670)들의 동작은 동일하므로 상기 제1상관기(610)의 동작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이 검출되고 프레임 동기된 상태에서 상기 3단계 셀 탐색기(700)로 공통 파일럿 채널 신
호가 칩당 2S개씩 입력되면,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의 I-채널 성분 및 Q-채널 성분은 상기 제1상관기(610)의
데시메이터(611)로 입력된다. 상기 데시메이터(611)는 상기 입력되는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의 I-채널 성분과 Q-
채널 성분을 입력하여 탐색하고자 하는 타이밍에 해당하는 특정 샘플을 선택하여 칩당 하나씩 디스크램블러(de-
scrambler)(613)로 출력한다.

상기 디스크램블러(613)는 스크램블링 코드&심벌 패턴 생성기(I&Q scrambling code and symbol pattern
generator)(615)에서 생성한 스크램블링 코드 및 심볼 패턴을 가지고서 상기 데시메이터(611)에서 출력한 신호와
디스크램블링한 후 그 디스크램블링한 I-채널 성분을 1차 누적기(617)로, 상기 디스크램블링한 Q-채널 성분을 1차
누적기(619)로 출력한다. 상기 1차 누적기(617) 및 1차 누적기(619)는 각각 I-채널 성분 및 Q-채널 성분을 미리 설
정된 횟수만큼 누적한 후 그 누적과정이 종료되면 에너지 계산기(621)로 출력한다. 상기 에너지 계산기(621)는 상
기 1차 누적기(617) 및 1차 누적기(619)에서 출력한 I-채널 성분 누적값 및 Q-채널 성분 누적값을 제곱한 후 가산
하여 상관에너지를 검출하여 2차 누적기(623)로 출력한다. 상기 2차 누적기(623)는 상기 에너지 계산기(621)에서
출력되는 상관에너지를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누적하여 최대값 검출기(625)로 출력한다.

이렇게 상기 제1상관기(610)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상기 L개의 상관기들 각각에서 상관에너지가 상기 최대
값 검출기(625)로 출력되게 된다. 그러면 상기 최대값 검출기(625)는 상기 제1상관기(610) 내지 제N 상관기(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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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력되는 상관에너지들 중 최대인 상관에너지를 다수개, 일 예로 K3개 선택하여 출력한다. 그러면 제어기(도
시하지 않음)는 상기 최대값 검출기(625)에서 출력한 K3개의 상관에너지들과 미리 설정한 임계값을 차례로 비교하
여 상기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임계값이상의 상관에너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상기 3단계 셀 탐색 성공하였다고 판
단하여 상기 3단계 셀 탐색을 종료하도록 한다. 반면에 상기 K3개의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임계값 이상의 상관에너
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기 3단계 셀 탐색 실패로 판단하여 1단계 셀 탐색으로 탐색 천이하도록 제어한
다.

다음으로 다중 경로 탐색기(800)를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8은 도 3의 다중 경로 탐색기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상기 다중 경로 탐색기는 탐색하려는 셀의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PN code timing) 전후의 일정 영역(window)에서
일정 간격의 모든 가설지점들에 대한 상관값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상관값들 중에서 피크이면서 미리 설정한 임
계값 이상의 상관값을 가지는 의사잡음 코드 타이밍을 검출한다.

먼저, 상기 슬럿 동기 및 프레임 동기된 상태에서 상기 다중 경로 탐색기(800)로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가 칩당
2S(S=0, 1, 2, ...)개씩 입력되면 그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의 I-채널 성분 및 Q-채널 성분은 데시메이터(711)로 입
력된다. 상기 데시메이터(711)는 상기 칩당 2S로 입력되는 I-채널 성분 및 Q-채널 성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2M( )개를 선택하여 병렬로 다수개, 즉 M개의 상관기들로 출력한다. 상기 M개의 상관기들은 동일한 구성을 가
지며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기 도 8을 설명함에 있어 편의상 제1상관기(710)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데시메이터(711)에서 출력한 I-채널 성분과 Q-채널 성분은 상기 제1상관기(710)의 디스크램블러(de-
scrambler)(713)로 출력되고, 상기 디스크램블러(713)는 스크램블링 코드&심벌 패턴 생성기(I&Q Scrmabling
Code and Symbol Pattern Generator)(712)에서 생성한 스크램블링 코드 및 심볼 패턴과 상기 데시메이터(711)에
서 출력한 상기 I-채널 성분과 Q-채널 성분을 디스크램블링한 후 그 디스크램블링한 I-채널 성분을 1차 누적기
(715)로, 상기 디스크램블링한 Q-채널 성분을 1차 누적기(717)로 출력한다. 상기 1차 누적기(715) 및 1차 누적기
(717)는 각각 I-채널 성분 및 Q-채널 성분을 미리 설정된 횟수만큼 누적한 후 그 누적과정이 종료되면 에너지 계산
기(719)로 출력한다. 상기 에너지 계산기(719)는 상기 1차 누적기(715) 및 1차 누적기(717)에서 출력한 I-채널 성
분 누적값 및 Q-채널 성분 누적값을 제곱한 후 가산하여 상관에너지를 검출하여 2차 누적기(721)로 출력한다. 상기
2차 누적기(721)는 상기 에너지 계산기(719)에서 출력되는 상관에너지를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누적하여 피크값
검출기(723)로 출력한다.

이렇게 상기 제1상관기(710)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상기 M개의 상관기들 각각에서 상관에너지가 상기 피크

값 검출기(723)로 출력되게 된다. 간격의 2M개의 가설 지점에 대한 가설 테스트가 완료되면, 다음 2M개의 가
설 지점에 대한 가설테스트가 수행된다. 탐색창 내의 모든 가설지점들에 대한 가설테스트가 완료되면, 상기 피크값
검출기(723)는 지금까지 각각의 상관기들, 즉 상기 제1상관기(710) 내지 제M 상관기(750)의 2차 누적기들에서 출
력되는 상관 에너지들중 피크이면서 최대인 상관에너지를 다수개, 일 예로 K4개 선택하여 출력한다. 그러면 제어기
(도시하지 않음)는 상기 피크값 검출기(713)에서 출력한 K4개의 상관에너지들과 미리 설정한 임계값을 차례로 비
교하여 상기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임계값이상의 상관에너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상기 다중 경로 탐색이 성공하였
다고 판단하여 상기 다중 경로 탐색을 종료하도록 한다. 반면에 상기 K4개의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임계값 이상의
상관에너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다중 경로 탐색 실패로 판단하여 다시 새롭게 다중 경로 탐색을 수행
하도록 제어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도 3에 도시한 상기 타이밍 제어기(600)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타이밍 제어기(600)는 탐색 장치를 구성하는 4개의 탐색기들, 즉 1단계 셀 탐색기(400)와, 2단계 셀 탐색기
(500)와, 3단계 셀 탐색기(700)와, 다중 경로 탐색기(800)간의 원만한 탐색 타이밍 천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기 탐
색 장치 내부의 기준 타이밍(timing reference)을 제공한다. 상기 타이밍 제어기(600)는 한 슬롯 내에서 일정한 가
설 타이밍마다 하나씩 증가하며 [0, 1, 2, ..., '2560×(칩 당 가설의 수) - 1']의 범위의 값을 가지는 제1카운터(300)
와,상기 제1카운터(300)가 리셋(reset)될 때마다 하나씩 카운팅 값이 증가하며 [0, 1, 2, ..., 14]의 범위의 값을 가
지는 제2카운터(350)로 구성된다. 즉, 상기 제1카운터(300)는 1단계 셀 탐색시 슬럿 경계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슬
럿 동기를 위한 인덱스를 최종적으로 카운팅값으로 가지게 되고, 상기 제2카운터(350)는 2단계 셀 탐색시 프레임
경계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프레임 동기를 위한 인덱스를 최종적으로 카운팅값으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상기 타이밍 제어기(600)를 이용한 각각의 탐색기들간의 탐색 천이는 상기 제1카운터(300) 및 제2카운터
(250)의 값이 특정 카운팅 값을 가질 때 탐색을 시작하고, 그 각각의 탐색기들에서 탐색이 완료되면 검출한 타이밍
에 해당하는 카운팅값이 계산된다. 상기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각각의 탐색기들로 입력되는 시작 타이밍
(stat timing)은 이전 단계의 탐색의 결과로 인한 검출 타이밍(detected timing)이 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첫 번째로 UMTS에서 동작하는 이동국이 다중 경로 탐색시 초기 셀 탐색시 사용했던
3단계 셀탐색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초기 셀 탐색된 상태에서 의사 잡음 코드 타이밍의 일정 영역만을 탐색하여
고속 다중 경로 탐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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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인접 셀 탐색시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탐색을 수행하여 인접 셀
탐색 속도가 향상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세 번째로, 재포착시 상기 다중 경로 탐색과 유사하게 상기 초기 셀 탐색에서 획득하였던 의사 잡음 코드 타이밍의
일정 영역을 상기 다중 경로 탐색시보다 확대하여 탐색함으로써 고속 재포착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상기 이동국
대기시간을 증대시킨다는 이점을 가진다.

네 번째로, 상기 이동국 탐색 장치가 초기 셀 탐색, 다중 경로 탐색, 인접 셀 탐색 및 재포착의 4가지 탐색 모드를 모
두 지원하면서도 하드웨어적으로 그 복잡성이 최소화되며, 상기 초기 셀 탐색, 다중 경로 탐색, 인접 셀 탐색 및 재포
착간 기준 타이밍을 제공하여 탐색 천이가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제어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장치에 있어서,

제1동기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제1동기 채널 신호로부터 기지국과의 슬럿 경계 타이밍을 획득하는 1단
계 셀 탐색기와,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에 동기하여 제2동기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제2동기 채널 신호로부터 상기 기지
국과 프레임 경계 타이밍을 획득하며, 상기 기지국이 속한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을 검출하는 2단계 셀 탐색기와,

상기 프레임 경계 타이밍에 동기하여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지국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검출하
여 코드 타이밍을 획득하는 3단계 셀 탐색기와,

상기 코드 타이밍을 기준으로 미리 설정한 일정 영역 내에서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와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를
상관하여 피크이면서 미리 설정한 제1임계값 이상의 상관에너지를 가지는 다중 경로 신호들을 검출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와,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에 각각에 대한 인덱스를 생성하며, 상기 탐색기들의 상태 천이시 상
기 인덱스를 기준 타이밍으로 제공하는 타이밍 제어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 셀 탐색기는;

상기 제1동기 채널 신호와 제1동기코드를 상관하여 상관에너지를 계산하는 에너지 계산기와,

상기 상관에너지를 미리 설정한 설정 횟수 누적하여 피크인 상관에너지들을 그 값이 큰 순서대로 미리 설정한 제1
개수만큼 검출하는 피크 검출기와,

상기 1단계 셀 탐색이 초기 셀 탐색일 경우 상기 피크 검출기에서 출력한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최대값을 가지
는 상관에너지가 미리 설정한 제2임계값 이상일 경우 해당 슬럿 경계 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2단계 셀탐색으로 천
이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1단계 셀 탐색이 인접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제2임계값 이
상을 가지는 상관에너지들의 해당 슬럿 경계 타이밍들 각각에 동기하여 상기 2단계 셀 탐색으로 천이하도록 제어하
는 제어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 셀 탐색기는;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 인덱스에 해당하는 슬럿 경계 타이밍으로 동기한 후 상기 제2동기 채널 신호를 역확산하여
미리 설정한 제1횟수만큼 누적하는 1차 누적기와,

상기 누적된 신호를 제2동기코드와 상관하여 제1상관 에너지를 계산하는 1차 에너지 계산기와,

상기 제1상관에너지를 미리 설정한 제2횟수만큼 누적하는 2차 누적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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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횟수만큼 누적된 제1상관에너지들을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들과 상관하여 제2상관에너지들을 계산하
는 2차 에너지 계산기와,

상기 제2상관에너지들 중 피크이면서 그 값이 큰 순서대로 미리 설정한 제1개수만큼 검출하는 최대값 검출기와,

상기 2단계 셀 탐색이 초기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최대값 검출기에서 출력한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최대값을 가
지는 상관에너지가 미리 설정한 제2임계값 이상일 경우 해당 프레임 경계 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3단계 셀탐색으
로 천이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2단계 셀 탐색이 인접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제2임계
값 이상을 가지는 상관에너지들의 해당 프레임 경계 타이밍들에 동기하여 상기 3단계 셀 탐색으로 천이하도록 제어
하는 제어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3단계 셀 탐색기는;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 인덱스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 인덱스에 해당하는 슬럿 경계 타이밍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
으로 동기한 후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 및 심[볼]벌 패턴으로
디스클램블링한 상관값을 미리 설정한 제1횟수만큼 누적하는 1차 누적기와,

상기 제1횟수 누적된 상관값들에 대한 상관 에너지들을 계산하여 미리 설정한 제2횟수만큼 누적하는 2차 누적기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관기들과;

상기 다수의 상관기들에서 출력되는 제2횟수만큼씩의 상관에너지들중 에너지가 큰 순서대로 미리 설정한 제1개수
만큼 검출하는 최대값 검출기와,

상기 3단계 셀 탐색이 초기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최대값 검출기에서 출력한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최대값을 가
지는 상관에너지가 미리 설정한 제2임계값 이상일 경우 해당 코드 타이밍으로 동기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3단계 셀
탐색이 인접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제2임계값 이상을 가지는 상관에너지들중에서
동일 스크램블링 코드에 대한 상관에너지들을 가산한 값이 미리 설정한 제3임계값 이상일 경우 해당 코드 타이밍을
인접 셀의 코드 타이밍으로 판단하는 제어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경로 탐색기는;

상기 기준 타이밍이 상기 초기 셀 탬색후의 코드 타이밍일 경우 상기 코드 타이밍에 동기한 후 미리 설정한 일정 영
역 동안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 및 심볼 패턴으로 디스클램블
링한 상관값을 미리 설정한 제1횟수만큼 누적하는 1차 누적기와,

상기 제1횟수 누적된 상관값들에 대한 상관 에너지들을 계산하여 미리 설정한 제2횟수만큼 누적하는 2차 누적기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관기들과;

상기 다수의 상관기들에서 출력되는 제2횟수만큼씩의 상관에너지들중 피크이면서 그 값이 큰 순서대로 미리 설정
한 제1개수만큼 검출하는 피크값 검출기와,

상기 피크값 검출기에서 출력한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미리 설정한 상기 제1임계값 이상인 상관에너지들을 검
출하여 상기 제1임계값 이상의 상관에너지들의 해당 잡음 코드 타이밍을 다중 경로 신호의 코드 타이밍으로 판단하
는 제어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다중 경로 탐색기가 재포착에 사용될 때 상기 기준 타이밍이 상기 초기 셀 탬색후의 코드 타이
밍일 경우 상기 코드 타이밍에 동기한 후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탐색하는 일정 영역보다 큰 영역에서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탐색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탐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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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슬럿 경계 타이밍과, 프레임 경계 타이밍 및 코드 타이밍에 대한 인덱스를 제공하여 기준 타이밍을 제어하는 타이밍
제어기를 구비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방법에 있어서,

제1동기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기지국과 슬럿 경계 타이밍을 획득하는 1단계 셀 탐색 과정과,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에 동기한 후 제2동기 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기지국과 프레임 경계 타이밍을 획득하며,
상기 기지국이 속한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을 검출하는 2단계 셀 탐색 과정과,

상기 획득한 프레임 경계 타이밍에 동기한 후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들중 상
기 기지국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검출하여 코드 타이밍을 획득하여 초기 셀탐색을 완료하는 3단계 셀 탐색 과정과,

상기 초기 셀 탐색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타이밍 제어기로부터 다중 경로 신호 검출을 위해 상
기 획득한 코드 타이밍이 주어지면, 상기 코드 타이밍을 기준으로 미리 설정한 일정 제1영역 내에서 상기 공통 파일
럿 채널 신호를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와 상관하여 피크이면서 미리 설정한 제1임계값 이상의 상관에너지를 가지는
다중 경로 신호들을 검출하는 다중 경로 탐색 과정과,

상기 초기 셀 탐색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타이밍 제어기로부터 재포착을 위한 상기 코드 타이밍
이 주어지면, 상기 제1영역보다 큰 제2영역 내에서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와 상관한
최대값이 상기 제1임계값 이상의 상관에너지를 가질 경우 재포착하는 재포착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탐색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 셀 탐색 과정은;

상기 제1동기 채널 신호와 제1동기코드를 상관하여 상관에너지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상관에너지를 미리 설정한 설정횟수 누적하여 피크인 상관에너지들을 그 값이 큰 순서대로 미리 설정한 제1개
수만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1단계 셀 탐색이 초기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최대값을 가지는 상관에너지가 미리 설
정한 제2임계값 이상일 경우 해당 슬럿 경계 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2단계 셀탐색으로 천이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1단계 셀 탐색이 인접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제2임계값 이상을 가지는 상관에너지들
의 해당 슬럿 경계 타이밍들 각각에 동기하여 상기 2단계 셀 탐색으로 천이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 셀 탐색 과정은;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 인덱스에 해당하는 슬럿 경계 타이밍으로 동기한 후 상기 제2동기 채널 신호를 역확산하여
미리 설정한 제1횟수만큼 누적하는 과정과,

상기 제1횟수만큼 누적된 신호를 제2동기코드와 상관하여 제1상관 에너지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제1상관에너지를 미리 설정한 제2횟수만큼 누적하는 과정과,

상기 제2횟수만큼 누적된 제1상관에너지들을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들과 상관하여 제2상관에너지들을 검출하
는 과정과,

상기 제2상관에너지들 중 피크이면서 그 값이 큰 순서대로 미리 설정한 제1개수만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2단계 셀 탐색이 초기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최대값 검출기에서 출력한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최대값을 가
지는 상관에너지가 미리 설정한 제2임계값 이상일 경우 해당 프레임 경계 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3단계 셀탐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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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천이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2단계 셀 탐색이 인접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제2임계
값 이상을 가지는 상관에너지들의 해당 프레임 경계 타이밍들에 동기하여 상기 3단계 셀 탐색으로 천이하도록 제어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3단계 셀 탐색 과정은;

상기 슬럿 경계 타이밍 인덱스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 인덱스에 해당하는 슬럿 경계 타이밍 및 프레임 경계 타이밍
으로 동기한 후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 및 심벌 패턴으로 디
스클램블링한 상관값을 미리 설정한 제1횟수만큼 누적하는 과정과,

상기 제1횟수 누적된 상관값들에 대한 상관 에너지들을 계산하여 미리 설정한 제2횟수만큼 누적하는 과정과,

상기 출력되는 제2횟수의 상관에너지들중 그 값이 큰 순서대로 미리 설정한 제1개수만큼 검출하는 최대값 검출기
와,

상기 3단계 셀 탐색이 초기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최대값 검출기에서 출력한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최대값을 가
지는 상관에너지가 미리 설정한 제2임계값 이상일 경우 해당 코드 타이밍으로 동기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3단계 셀
탐색이 인접 셀 탐색일 경우 상기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제2임계값 이상을 가지는 상관에너지들중에서
동일 스크램블링 코드에 대한 상관에너지들을 가산한 값이 미리 설정한 제3임계값 이상일 경우 해당 코드 타이밍을
인접 셀의 코드 타이밍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셀 탐색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경로 탐색 과정은;

상기 기준 타이밍이 상기 초기 셀 탬색후의 코드 타이밍일 경우 상기 코드 타이밍에 동기한 후 미리 설정한 일정 영
역 동안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 및 심볼 패턴으로 디스클램블
링한 상관값을 미리 설정한 제1횟수만큼 누적하는 과정과,

상기 제1횟수 누적된 상관값들에 대한 상관 에너지들을 계산하여 미리 설정한 제2횟수만큼 누적하는 과정과,

상기 제2횟수의 상관에너지들중 피크이면서 그 값이 큰 순서대로 미리 설정한 제1개수만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제1개수의 상관에너지들중 상기 제1임계값 이상인 상관에너지들을 검출하여 상기 제1임계값 이상의 상관에
너지들의 해당 코드 타이밍을 다중 경로 신호의 코드 타이밍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
신 시스템의 셀 탐색 방법.

청구항 12.

셀의 타이밍과, 상기 셀의 코드를 획득하기 위한 다수의 셀 탐색기들과,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결정하는
제어기를 가지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탐색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코드 수와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제어기의 제어에 따라 상기 정보가 상기 코드 수와 타이밍 정보를 포함할 때 다중 경로 타이밍을 탐색하거나
혹은 상기 정보가 상기 코드수와 상기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때 상기 셀의 타이밍과, 상기 셀의 코드 및 다중
경로 타이밍을 획득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479169

- 14 -



도면1

등록특허 10-0479169

- 15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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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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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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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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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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