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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지연소자 또는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지연소자 또는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지연소자 또는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하여 기지국의 커버리지 반경을 확장시키기 위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액세스 프로브(Probe)를 위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로 확장시키는 제 1 단계; 최
대로 설정된 액세스 윈도우에서 검출할 수 없는 원거리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을 설
정하는 제 2 단계; 및 확장된 윈도우 사이즈가 검출할 수 없는 단말기의 근거리 호를 지연소자를 이용하여 윈도우 사이
즈내에 포착시켜 셀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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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CDMA 이동통신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5

색인어
이동통신 시스템, 지연소자, 궤환지연소자,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시스템의 구성도.

도 2 는 기지국에서의 액세스 프로브 타이밍에 대한 설명 예시도.

도 3a 는 본 발명에 따른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구현방안시 프리앰플 의사잡음 옵셋과 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
지 확장 방법에 대한 설명도.

도 3b 는 본 발명에 따른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구현방안시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과 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대한 설명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지연소자를 이용한 역방향 링크에서의 수신단의 구조를 나타낸 설명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6a 및 도 6b 는 본 발명에 따른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역방향 링크에서의 수신단의 구조를 나타낸 설명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대한 설명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대한 다른 실시예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 : 지연소자 61 : 궤환지연소자

62 : 이득조절소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지연소자 또는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하
여 셀 반경을 확장하기 위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및 상기 방법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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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일반적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단말기(MS)(11)는 기지국(12)과 무선으로 통신을 하여 호접속 및 트래픽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사용자를 기지국(1
2)에 접속시켜 음성변환 및 착/발신 통화를 위한 신호처리 기능을 한다.

    
기지국(BTS)(12)은 단말기(11)와 무선으로 통신하여 호접속, 및 트래픽 데이터의 송수신 등 호제어 기능을 수행하며, 
제어국(13)과 유선으로 접속하여 단말기(11)가 송신하는 호접속 또는 트래픽 메시지를 제어국(13)으로 전송하거나 
제어국(13)이 단말기(11)로 전송하는 메시지를 단말기(11)로 송신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제어국(13)과의 통신을 
위한 신호처리, 및 운용국과 통신하여 유지보수 처리 기능을 한다. 여기서, 기지국(12)은 1개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섹터(Sector)라 한다.
    

제어국(13)은 다수의 기지국(12)과 접속하여 기지국(12)과 교환국(14) 사이에서 발/착신, 및 핸드오프 등 호처리 기
능을 수행하며, 기지국(12)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능을 한다.

교환국(14)은 제어국(13)과 공중교환전화망(PSTN) 및 타 교환국(14)과 접속하여 이동전화 발/착신 호처리, 핸드오
프 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용관리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은 주파수 사용효율 및 전력소모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지역에 여러개의 기지국(12)
을 배치하고, 동일 기지국(12)내에서도 섹터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 단말기(11)가 통화중에 이동
을 하면 통화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른 기지국(12) 또는 다른 섹터의 무선채널과 끊임없이 접속시켜 주
는 핸드오프(Handoff) 기능을 제공한다.

이제, 본 발명에 이용되는 액세스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왈시 심볼(45Km)이상 지연된 신호는 복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므로, 액세스 프로브를 위한 액세스 파라미터는 이와 
관련하여 그 사이즈가 제한된다.

프리엠블 사이즈(Preamble Size)(0~15 프레임)는 하나의 액세스 채널 슬롯에 들어가는 프리엠블의 크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1개의 액세스 채널 슬롯의 최소 길이는 4프레임이고, 최고 길이는 26프레임인데, 프리엠블의 크기는 최소 1 프
레임에서 최고 16 프레임 사이이다.

프리엠블 사이즈가 증가하면, 기지국(12)이 단말기(11)의 액세스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또한, 프리엠블 윈도우 길
이를 크게 잡을 수 있어 프리엠블 적분 구간(Preamble Integration Period)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버헤드가 
증가하여 호 셋업(Call Setup) 시간이 증가하고 액세스 프로브의 메시지 캡슐(Message Capsule)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1 ~ 3072 1/8 의사잡음 칩)는 기지국(12)이 액세스 프로브의 프리엠블을 검출할 때, 탐색 윈
도우 사이즈를 의미한다.

기지국(12)은 RTD값이 1.5 왈시 심볼 이상의 지연(Delay)을 갖는 신호는 처리를 못하므로, 최고 384 칩 까지 가능
하다. 따라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가 크면 단말기(11)의 프리엠블 의사잡음 랜덤 지연이 커도 프리엠블의 검출이 가
능하게 하고 보다 넓은 역방향 커버리지(Reverse Coverage)의 반경 확보가 가능하지만, 프리엠블 적분 구간을 작게 
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프리엠블의 검출이 어렵게 된다.

프리엠블 적분 구간(Preamble Integration Period)(2~4 왈시 심볼/유니트)은 액세스 채널에서 단말기(11)가 보내
는 액세스 프로브를 탐색할 때, 사용되는 시간을 말한다.

 - 3 -



등록특허 10-0329520

 
프리엠블 적분 구간이 작을 경우에 정확한 프리엠블을 검출하는데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프리엠블을 탐색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를 더 크게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프리엠블 적분 구간을 크게 하여 정확한 프리엠블을 
탐색하려면,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를 줄이거나, 프리엠블 사이즈를 크게 하여야 한다.

프로브 의사잡음 랜덤(Probe_PN_Random)(0~9)은 액세스 채널의 프로브 송신시 송신 지연 시간을 랜덤화하여 동시
다발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랜덤화란 단말기(11)의 ESN을 해쉬(Hash) 함수에 의해 균등 분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지연시간은 (2probe_pn_random -1) 의사잡음 칩이다.

기지국 채널 카드(Channel Card)에는 4개의 기지국 복조기(BSD : Base Station Demodulator)가 있다. 결합기(Co
mbiner)는 광역측위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시간 기준으로 MWSEN이라는 1왈시(Walsh) 심볼
마다 인터럽트를 사용하여 4개의 BSD에서 심볼을 읽어 소프트웨어 결합(Combining)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BSD는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친 신호들을 복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들은 도착 시간이 서로 다르게 된다.

따라서, BSD의 핑거(Finger)는 디스큐잉(Deskewing, 복조 결과의 버퍼링)을 수행하여 정확한 시간에 마이크로 프로
세서에게 복조 결과를 건네주게 된다. 이때, 1.5 왈시 심볼(384 칩, 45Km) 이상 지연된 신호는 복조에 참여할 수가 없
게 되는데, 이는 1.5 왈시 심볼 이상일 때에는 동일한 값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조(Demodulation)시 단말기(11)의 액세스 프로브(Access Probe)를 검출하기 위한 윈도우 사이즈(Wind
ow Size)는 384 칩(Chip)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이로 인해 기지국이 서비스할 수 있는 반경은 약 45Km로 제한되어 
있다.

기지국(12)이 단말기(11)의 호 액세스(Call Access)를 검출하기 위한 운용 파라미터(Parameter)중 기지국(12)의 
셀 커버리지(Cell Coverage)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11)의 액세스 프로브를 위한 윈도우 사이즈(Win
dow Size)이다.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는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과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
WIN_LEN)의 합으로 결정된다.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0 ~ 3072 1/8 의사잡음 칩 단위)은 기지국(12)이 접속채널 액세스 프로
브의 프리엠블 탐색시 의사잡음(PN : Pseudo Noise) 옵셋(Offset)의 검색 시작값으로 기지국(12) 및 단말기(11)의 
최소한의 프로세싱 지연 시간(Processing Delay Time)이다.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1 ~ 3072 1/8 의사잡음 칩)는 기지국(12)이 액세스 프로브의 프리엠블을 
검출할 때, 탐색 윈도우 사이즈(Searching Window Size)를 의미한다.

기지국(12)에서의 액세스 프로브 타이밍(Access Probe Timing)이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종래에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역방향 
액세스 프로브(Reverse Access Probe)를 할 수 있는 셀 반경이 운용 파라미터중 액세스 프로브 윈도우 사이즈의 제
약으로 라운드 트립 지연(RTD : Round Trip Delay)이 큰 경우(즉, 호 타이밍(Call Timing)이 윈도우 사이즈에서 벗
어난 경우)에, 통화가 되지 않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종래의 통화 거리는 윈도우 사이즈가 대략 45Km 이내로 제한됨으로써, 셀 커버리지 반경이 좁아지는 문제점
이 있었다.

그리고, 종래의 지연소자를 사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의 경우, 커버리지를 확장할수록 커버리지내의 각 지점에서 
최대 셀 반경까지의 거리에 따라 적절한 지연값을 갖는 여러 개의 지연소자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호설정 실패
율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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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지연소자 또는 궤환지연소
자를 이용하여 기지국의 커버리지 반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및 상기 방법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있어서, 액세스 프로브(P
robe)를 위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로 확장시키는 제 1 단계; 최대로 설정된 액세스 윈도우
에서 검출할 수 없는 원거리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제 2 단계; 및 확장
된 상기 윈도우 사이즈가 검출할 수 없는 단말기의 근거리 호를 지연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윈도우 사이즈내에 포착시켜 
셀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있어서, 액세스 프로브(Probe)를 위한 프리엠블 윈도
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로 확장시키는 제 1 단계; 최대로 설정된 액세스 윈도우에서 검출할 수 없는 원거리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제 2 단계; 및 확장된 상기 윈도우 사이즈가 검출
할 수 없는 단말기의 근거리 호를, 커버리지내의 각 지점에 최대 셀 반경까지 거리에 따라 소정의 지연값을 갖게 하는 
궤환지연소자를 통해 지연시켜 상기 윈도우 사이즈내로 액세스하여 셀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액세스 프로브(Probe)를 위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
EN)를 최대로 확장시키는 제 1 기능; 상기 제 1 기능 수행 후에, 최대로 설정된 액세스 윈도우에서 검출할 수 없는 원
거리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제 2 기능; 및 상기 제 2 기능 수행 후에, 
확장된 상기 윈도우 사이즈가 검출할 수 없는 단말기의 근거리 호를 지연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윈도우 사이즈내에 포착
시켜 셀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제 3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
한다.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액세스 프로브(Probe)를 위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
EN)를 최대로 확장시키는 제 1 기능; 상기 제 1 기능 수행 후에, 최대로 설정된 액세스 윈도우에서 검출할 수 없는 원
거리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제 2 기능; 및 상기 제 2 기능 수행 후에, 
확장된 상기 윈도우 사이즈가 검출할 수 없는 단말기의 근거리 호를, 커버리지내의 각 지점에 최대 셀 반경까지 거리에 
따라 소정의 지연값을 갖게 하는 궤환지연소자를 통해 지연시켜 상기 윈도우 사이즈내로 액세스하여 셀 커버리지를 확
장하는 제 3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2 는 기지국에서의 액세스 프로브 타이밍에 대한 설명 예시도이다.

도 3a 는 본 발명에 따른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구현방안시 프리앰플 의사잡음 옵셋과 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
지 확장 방법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3b 는 본 발명에 따른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구현방안시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과 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대한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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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12)은 RTD가 1.5 왈시 심볼이상 지연된 신호를 복조할 수 없으므로, 액세스 프로브(Access Probe)에 관련된 
윈도우 사이즈(Window Size = Preamble_PN_Offset + Preamble Window Length)는 3072로 제한되어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만약 운용상 약 120~180으로 고정시킨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을 더 연
장시키고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도 연장시킨다면, 액세스 프로브를 위한 윈도우 사이즈가 확장되어 
셀 커버리지가 확장될 수 있다. 즉,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3072)로 하고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을 크게 줌으로써, 기존의 셀 커버리지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근거리에서 호를 시도하는 단말기(11)는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에 포착되어 액세스 프로
브(Access Probe)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연소자(Delay)(31)를 수신단에 추가하여 지연시킴으로써,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
LEN)에 포착시킨다. 이러한 지연소자(31)를 이용한 역방향 링크에서의 수신단의 구조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지연소자(31)를 추가한 수신단에서 원거리 신호는 수신부(Rx1)가 담당하고, 근거리 신호
는 수신부(Rx0)가 수신하여 지연시킴으로써 호 액세스 신호를 증가시킨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에 
의해 옮겨진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서 검출될 수 있게 구성한다.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3072, 약 45Km 셀 반경)로 했을 때, 그 이상 셀 커버리지 반경을 확
장시키고자 할 경우에,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변경시켜야 할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 셋팅값과 
지연소자(31)의 지연(Delay) 양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수학식 1) 및 (수학식 2)와 같다. 여기서, 반경(Radius)은 
연장되는 반경의 길이이며,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고 가정한다.

수학식 1
프리앰블 의사잡음 옵셋(Preamble_PN_Offset) =                            

단, 1 의사잡음 칩은 0.814μs이다.

수학식 2
지연양(Delay amount) =                 

그리고,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과 같은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로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Tx_F
ine_Adj)이 있다.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Tx_Fine_Adj)은 기지국 채널송신 안테나로 나가는 신호와 시스템 시간 간의 동기를 맞추거나, 
송신 경로상의 공간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파라미터로서 CDMA 방식에서 채널상에서 지연을 줌으로써, 마치 신호가 미
리 앞당겨 지는 효과를 가지게 하는데 원거리 단말기를 위해 통상시 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여 송신 신호를 많이 앞당긴
다면 마치, 엑세스 윈도우가 원거리쪽으로 이동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원거리 단말기의 통화시도를 이동된 엑
세스 윈도우내에 포착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근거리에서 통화를 시도하는 근거리 단말기는 도 3b에서와 같이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Tx_Fine_Adj)만큼 엑
세스 윈도우가 이동되었으므로, 통화시도가 실패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연소자를 수신 안테나에 추가하여 
기지국에 수신되는 신호를 지연시킴으로써, 근거리 통화를 엑세스 윈도우내에 포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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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 윈도우 사이즈를 최대(즉, 384 의사잡음(PN) 칩(Chip), 서비스 커버리지 약 45Km)로 했을 때, 그 이상 기지
국 커버리지 반경을 확장시키고자 할 경우에,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변경시켜야 할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Tx_Fine_A
dj)과 지연소자의 지연설정 값은 같게 되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수학식 3)과 같다. 여기서, 반경(Radius)은 연
장되는 커버리지의 길이이며,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고 가정한다.

수학식 3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μsec)=지연소자지연값(μsec)=                ×106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은, 액세스 프로브를 위한 윈도우를 기존보다 뒤로 옮겨서 45Km보다 원거리에 
있는 단말기의 신호를 포착한다. 따라서, 라운드 트립 지연(RTD)이 45Km를 초과하더라도, 액세스 프로브를 위한 윈
도우는 호 타이밍이 45Km를 넘어서는 신호도 검출할 수 있다. 이때, 근거리에서 오는 신호는 액세스 프로브 윈도우가 
옮겨졌으므로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거리 호는 수신단에서 지연소자(31)를 부착함으로써 역방향 액세스를 지
연시켜 옮겨진 윈도우에 액세스시킨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시스템에서 운용 파라미터로 인해 약 45Km로 제
한되어 있는 셀 반경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은, 먼저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3072)로 한다
(501).

    
이어서, 시지연에 관련된 운용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셀 반경을 45Km 이상으로 확대한다(502). 여기서, 프리엠블 의사
잡음 옵셋(PRA_PN_Offset)이나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Tx_Fine_Adj)이 운용파라미터로 설정될 수 있는데, 이때 호 
접속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은 상기 (수학식 1)과 같이 설정하고, 또한 송신
시간 미세 조정값(Tx_Fine_Adj)은 상기 (수학식 3)과 같이 설정한다. 여기서, 원하는 셀 반경(Radius(km))은 45K
m이다.
    

다음으로, 단말기(11)로부터 수신되는 호 액세스 신호를 복조하여(503), 복조된 신호의 라운드 트립 지연(RTD)이 시
스템의 액세스 프로브를 위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었는지를 분석한다(504).

분석결과, 복조된 신호의 라운드 트립 지연(RTD)이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지 않으면(즉, 
RTD가 작아(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 복조된 결과가 넓혀진 PRA_PN_Offset에 포착되면), Rx0 수
신단의 지연소자(31)에서 복조된 결과를 지연시킨다(505). 이후에, 지연된 복조 결과가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
WIN_LEN)에 포착되어 액세스된다(507).

분석결과, 복조된 신호의 라운드 트립 지연(RTD)이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면(즉, RTD가 
작지 않아(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 PRA_WIN_LEN에 의해 포착되면), Rx1 수신단에 의해 복조된 결
과를 그대로 사용한다(506). 이후에, 지연되지 않은 복조 결과가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어 
액세스된다(507).

도 6a 는 본 발명에 따른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역방향 링크에서의 수신단의 일예시적 구조를 나타낸 설명도로서, 이
를 참조하면 궤환지연소자(61)에는 하나의 지연값이 설정되어 있으며, Rx0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는 궤환지연소자(6
1)와 이득조절소자(62)를 통해 지연궤환을 지연궤환횟수 N(단, N = 0, 1, 2, ··· 임)번 반복 수행한 뒤 복조기로 
나갈 수 있으므로, 설정된 지연값을 지연궤환횟수 N만큼 배수한 궤환지연값을 모두 갖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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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궤환지연소자(61)를 이용하면, 순방향 및 역방향 송신출력이 도달하는 한 셀 커버리지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
다. 즉, Rx1에도 지연소자를 설치하여 단말기가 대부분 몰려있는 지역의 거리만큼의 지연값을 갖도록 하면 이 지역에 
대한 안정된 소통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Rx0 및 Rx1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는 다이버시티 합성기(63)를 통해 채널 복조기(64)로 전달된다.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역방향 링크에서의 수신단의 다른 예시적 구조를 나타낸 설명도로서, 
Rx0 및 Rx1은 안테나 설치에 따라 Rx와 같이 하나로 설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7에서, (A)는 기지국 수신단에 지연소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셀 커버리지를 보인 것이다. (B)와 (C)는 기지국 수
신단에 상기 도 3의 지연소자(31)를 사용한 경우로서 기지국 파라미터(즉,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 
및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Tx_Fine_Adj) 등이 있음)을 사용하여 셀 커버리지를 90Km와 135Km로 각각 확장한 것이
다.

그리고, 상기 도 7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와 같이 셀 커버리지를 90Km이상 확장하고자 할 때 한 개의 지연값을 갖는 지연소자로는 0 내지 45Km 구간의 신
호를 90 내지 135Km 구간의 신호가 갖는 공간지연만큼 지연을 주면 45 내지 90Km 구간의 신호는 90 내지 135Km 
구간의 신호보다 더 많은 지연을 갖게 되어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0 내지 45Km 구간의 신호와 45 내지 90Km 구간의 신호는 각각 다른 지연값을 갖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개의 지연소자를 설치하는 것보다 상기 도 6a에서와 같이 최소의 지연값을 갖는 궤환지연소자를 설치하고 수
신되는 신호가 지연궤환을 N번 반복하여 얻은 지연값을 각각 모두 가지고 수신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C)와 같은 경우에도 45 내지 90Km 구간의 신호가 가져야 할 지연값을 지연소자에 설정하여 두면 90 내지 1
35Km 구간의 신호는 지연값을 갖지 않고 바로 통과할 때 복조신호가 가장 세고, 45 내지 90Km 구간의 신호는 지연소
자를 한 번, 0 내지 45Km 구간의 신호는 두 번 통과할 때 복조가능하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대한 다른 실시예 흐름도로서, 궤환 지연소자를 이용하여 셀 커버리지
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8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하기 전에 궤환지연소자의 지연값과 지연 궤환 횟수 N
을 '0'으로 초기화하고(801) 나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3072)로 설정하여 셀 반경을 약 
45Km로 확보한다(802). 이와 같이, 셀 반경이 확보되고 나면, 시지연에 관련된 운용파라미터를 설정(조정)하여 셀 반
경을 45Km 이상으로 확대한다(803). 여기서,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이나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
(Tx_Fine_Adj)이 운용파라미터로 설정될 수 있는데, 이때 호 접속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
A_PN_Offset)은 상기 (수학식 1)과 같이 설정하고, 또한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Tx_Fine_Adj)은 상기 (수학식 3)과 
같이 설정한다. 여기서, 원하는 셀 반경(Radius(km))은 45Km이다.
    

이어서, 단말기로부터 송신된 신호는 Rx0과 Rx1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데, 이때 Rx1을 통해 수신된 신호는 궤환지연
소자를 통과하지 않고 채널 복조기에서 복조된다(804).

그리고, Rx0을 통해 수신된 신호는 궤환지연소자를 통해 일정시간 지연(대략 20μsec 정도 지연됨)된 후 채널 복조기
에 의해 복조되면서, 다시 이득조절소자를 통해 궤환되어 궤환지연소자에 의해 일정시간 지연된 후 채널 복조기에 의해 
복조되는데, 이와 같은 궤환 및 복조 과정은 계속하여 반복된다(805). 여기서, 이득조절소자는 궤환되는 신호의 이득
이 미리 설정된 기준이득과 동일하게 되도록 조절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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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널 복조기에 의해 복조된 신호의 세기를 분석하여 분석한 신호 세기를 이용해, 복조된 신호가 프리엠블 윈도
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는지를 판단한다(806). 즉,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내에 적합한 
지연값을 갖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최대 셀 반경이 5Km로 설정되어 있으면, 단말기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는 지연값이 5Km 구간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의 지연값과 동일해야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
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 결과 복조된 신호가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면, 호 접속이 이루어진다(807).

만일, 판단 결과 복조된 신호가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지 않으면, 호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808).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기지국 치국이 어려운 장소(해양, 산악 등)에서 별도의 장비없이 기지국 커버리지 반경을 
확장시킬 수 있어 시스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해상과 같이 매우 반경이 넓은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지연소
자를 여러 개 사용할 필요없이 한 개의 지연소자로도 여러 지연값을 갖도록 하여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을 뿐만아
니라, 순방향 및 역방향 송신출력이 도달하는 한 셀 커버리지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있어서,

액세스 프로브(Probe)를 위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로 확장시키는 제 1 단계;

최대로 설정된 액세스 윈도우에서 검출할 수 없는 원거리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제 2 단계; 및

확장된 상기 윈도우 사이즈가 검출할 수 없는 단말기의 근거리 호를 지연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윈도우 사이즈내에 포착
시켜 셀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는 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호 액세스 신호를 복조하여 복조된 신호의 라운드 트립 지연(RTD)이 시스템의 액세스 프
로브를 위한 상기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제 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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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4 단계의 분석결과, 복조된 신호의 라운드 트립 지연(RTD)이 상기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지 않으면(즉, 라운드 트립 지연이 작아(상기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 복조된 결과가 넓혀진 상
기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에 포착되면) 상기 지연소자에서 복조된 결과를 지연시켜, 지연된 복조 결과를 상기 프
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액세스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4 단계의 분석결과, 복조된 신호의 라운드 트립 지연이 상기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
면(즉, 라운드 트립 지연이 작지 않아(상기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 상기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
(PRA_WIN_LEN)에 의해 포착되면), 복조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기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에 액세스하는 제 6 
단계

를 포함하는 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은,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
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은,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Tx_Fine_Adj)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5.

이동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에 있어서,

액세스 프로브(Probe)를 위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로 확장시키는 제 1 단계;

최대로 설정된 액세스 윈도우에서 검출할 수 없는 원거리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제 2 단계; 및

확장된 상기 윈도우 사이즈가 검출할 수 없는 단말기의 근거리 호를, 커버리지내의 각 지점에 최대 셀 반경까지 거리에 
따라 소정의 지연값을 갖게 하는 궤환지연소자를 통해 지연시켜 상기 윈도우 사이즈내로 액세스하여 셀 커버리지를 확
장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는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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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하기 전에 상기 궤환지연소자의 지연값과 지연궤환횟수를 초기화하는 제 4 단
계; 및

상기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로 설정하여 최대의 셀 반경을 확보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에서는,

상기 제 1 단계에서 최대 셀 반경이 확보되면, 상기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셀 반경을 확대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8.

제 5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궤환지연소자를 통과하지 않고 상기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하는 제 6 단계;

상기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상기 궤환지연소자를 통해 일정시간 지연시켜 복조하면서, 다시 상기 궤환지연소자
로 궤환시켜 상기 일정시간 지연하여 복조하는 과정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제 7 단계;

상기 복조된 신호의 세기를 분석하여 분석한 신호 세기를 이용해, 복조된 신호가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
N)에 포착되는지를 판단하는 제 8 단계;

상기 제 8 단계에서 상기 복조된 신호가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면, 호 접속을 수행하는 제 
9 단계; 및

상기 제 8 단계에서 상기 복조된 신호가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에 포착되지 않으면, 상기 호 접속을 
중단하는 제 10 단계

를 포함하는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시지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은,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프리엠블 의사잡음 옵셋(PRA_PN_Offset)인 것을 특징으로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
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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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지연 관련 운용 파라미터 값은,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송신시간 미세 조정값(Tx_Fine_Adj)인 것을 특징으로 궤환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는 실질적으로 상기 궤환지연소자에 의해 20μsec 지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궤환
지연소자를 이용한 셀 커버리지 확장 방법.

청구항 12.

프로세서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액세스 프로브(Probe)를 위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로 확장시키는 제 1 기능;

상기 제 1 기능 수행 후에, 최대로 설정된 액세스 윈도우에서 검출할 수 없는 원거리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지
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제 2 기능; 및

상기 제 2 기능 수행 후에, 확장된 상기 윈도우 사이즈가 검출할 수 없는 단말기의 근거리 호를 지연소자를 이용하여 상
기 윈도우 사이즈내에 포착시켜 셀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제 3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3.

프로세서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액세스 프로브(Probe)를 위한 프리엠블 윈도우 길이(PRA_WIN_LEN)를 최대로 확장시키는 제 1 기능;

상기 제 1 기능 수행 후에, 최대로 설정된 액세스 윈도우에서 검출할 수 없는 원거리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지
연 관련 운용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제 2 기능; 및

상기 제 2 기능 수행 후에, 확장된 상기 윈도우 사이즈가 검출할 수 없는 단말기의 근거리 호를, 커버리지내의 각 지점
에 최대 셀 반경까지 거리에 따라 소정의 지연값을 갖게 하는 궤환지연소자를 통해 지연시켜 상기 윈도우 사이즈내로 
액세스하여 셀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제 3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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