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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시스템에서 원격 유닛 위치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무선 통신 시스템(100) 내 원격 유닛(113)의 위치는 원격 유닛(113)에 페이징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제1 페이지(광
역 위치 페이지)를 시작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100) 내 모든 기지국(101)에 의해 판단된다. 서빙 및 이웃 기지국은 광
역 위치 페이지에 대한 원격 유닛(113)의 응답으로부터 판단되고, 위치 탐색 중에 원격 유닛(113)에 의해 발신될 데
이터를 입수하기 위해 수신 소자를 동조시키도록 그 기지국들에 지시된다. 제2 메시지(위치 페이지 메시지)는 그리고
나서 원격 유닛(113)으로 서빙 기지국(101)을 통해 방송된다. 위치 페이지 메시지는 원격 유닛(113)의 위치가 입수
되도록 원격 유닛(113)에 증가하는 전력 레벨으로 미리 정해진 회수 동안 공지된 원격 유닛 위치 메시지(RULM)를 주
기적으로 발신하도록 지시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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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원격 유닛(remote unit) 위치 탐색에 대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원격 유닛의 위치는 삼각법을 사용하여 판단될 수 있d음이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원격 유닛과 다중 기지국 사이의 거리는 원격 유닛과 각 기지국 사이에서 전송되는 신호의 시간 지연 측정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원격 유닛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이러한 종래 방법은 고쉬(Ghosh) 등에 의한 미국특허 제5,508,708호 '
Method and Apparatus for Location Finding in a CDMA System'에 기술되어 있고 본 명세서에 참조로써 결합되
어 있다. 미국특허 제5,508,708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격 유닛의 위치가 요구될 때, 원격 유닛으로부터 다중 기지국
으로 발신된 업링크 신호는 각 기지국에서의 전파 지연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된다. 이 전파 지연 차이로부터 각 기
지국에서 원격 유닛까지의 거리가 계산되고 원격 유닛의 위치가 판단된다.
    

    
종래의 위치 탐색 방법이 원격 유닛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 방법들은 실제로 업링크 신호를 발신하
고 있는 원격 유닛의 위치만을 판단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상업적인 설정에 있어서, 많은 원격 유닛은 유휴(idle) 상
태에 있을 수 있는데(즉, 페이징 채널을 모니터하면서 업링크 신호는 발신하지 않음), 종래의 위치 탐색 방법은 통신 시
스템을 사용하는 다수의 원격 유닛에 대해 사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업링크 신호를 발신하지 않고 
있는 원격 유닛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원격 유닛 위치 탐색 방법 및 장치에 대한 요구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통신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위치 페이지 메시지(Location Page Message)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원격 유닛(remote unit)의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4의 로직 유닛을 작동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통신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 따른 위치 요청 메시지(Location Request Message)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 따른 도 4의 로직 유닛을 작동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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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내의 원격 유닛(remote unit)의 위치는 페이징 채
널(paging channel)을 통해 원격 유닛으로 방송되는 제1 페이지(광역 위치 페이지(wide-area page))를 시작하는 통
신 시스템 내의 모든 기지국(base station)에 의해 판단된다. 서빙(serving) 및 이웃(neighbor) 기지국은 광역 위치 
페이지(wide-area location page)에 대한 원격 유닛의 응답으로부터 판단되고, 위치 탐색 중에 원격 유닛에 의해 발
신될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수신 소자를 동조시키도록 그 기지국들에 지시된다. 그리고나서 제2 메시지(위치 페이지 
메시지(Location Page Message))는 서빙 기지국을 통해 원격 유닛으로 방송된다. 위치 페이지 메시지는 원격 유닛이 
공지된 원격 유닛 위치 메시지(Remote Unit Location Message: RULM)를 미리 정해진 회수만큼 전력 레벨을 증가
시키면서 주기적으로 발신하도록 지시하여 원격 유닛의 위치가 얻어진다.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서빙 기지국으로 제2 메시
지를 전송하도록 원격 유닛에 지시하는 제1 메시지를 원격 유닛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지국은 원격 유닛이 
제1 메시지에 응답하여 발신한 제2 메시지를 수신하고 제2 메시지로부터 서빙 및 이웃 기지국을 판단한다. 다음에, 서
빙 기지국 및 이웃 기지국으로 제4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원격 유닛에 지시하는 제3 메시지가 원격 유닛으로 발신된다. 
제4 메시지를 수신한 후에 제4 메시지를 분석하여 원격 유닛의 위치가 판단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는 통신 시스템에서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제1 메시
지를 발신하도록 통신 시스템 내의 복수의 기지국에 지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1 메시지는 규정된 시간에 제2 메시
지를 발신하도록 원격 유닛에 지시한다. 제1 메시지는 또한 발신되어야 하는 제2 메시지를 표시하는 필드 및 제2 메시
지의 발신을 시작하는 시간 주기를 포함한다. 제2 메시지의 수신 후에 위치는 제2 메시지를 분석하여 판단된다.

    
또다른 실시예는 원격 유닛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다. 통신 시스템을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발신기(transmitter)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메시지는 원격 유닛에 의해 발신되어야 할 제2 
메시지를 표시하는 필드를 포함한다. 메시지는 제2 메시지가 발신되어야 할 때를 표시하는 필드 및 원격 유닛이 제2 메
시지를 발신할 초기 전력을 표시하는 필드를 더 포함한다. 통신 시스템은 제2 메시지를 수신하여 원격 유닛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한 위치 탐색기(location searcher)를 더 포함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무선 통신 시스템(wireless communication sys
tem)(100)은 양호하게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시스템 프로토콜을 이용하
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이지만,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통신 시스템(100)은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AMPS(Ad
vanced Mobile Phone Service) 프로토콜 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프로토콜 또는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프로토콜 또는 USDC(United States Digital Cellular) 프로토콜과 같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시스템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 통신 시스템(100)은 원격 유닛(113), 및 보조적인 기지국(156)과 중
앙 기지국 제어기(Centralized Base Station Controller: CBSC)(160)와 이동 교환기(Mobile Switching Center: 
MSC)(165)와 홈 위치 레지스터(Home Location Register: HLR)(166)를 포함하는 무선 기반 장비, 및 기지국(10
1)을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101)은 독립적인 레이크(rake) 입력(110, 120, 130)에 신호를 공급하는 
공통 RF 전단(common radio frequency front end)(105)을 구비한다. CDMA 시스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통신 시
스템은 본 명세서에 참조적으로 결합된 1993년 7월 워싱톤 디씨의 통신 산업 연합(Telecommunications Industry A
ssociation)이 펴낸 TIA/EIA 잠정 표준 IS-95A, 이중 모드 광대역 확산 스펙트럼 셀룰러 시스템을 위한 이동국/기지
국 호환 표준(mobile station/base station compatibility standards for dual-mode wideband spread spectrum 
cellular systems)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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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100)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위치 요청(location request)을 시작하기 
위해서, MSC(165) 또는 운용 센터(operation center)(170) 또는 혹은 공중 교환 전화 망(Public Switched Telep
hone Network: PSTN)(175)과 같은 연결된 망 내의 지역적 주체(regional entity)에서 명령이 시발된다. 위치가 탐
색될 원격 유닛에 대한 식별 정보(identification information)를 포함하는 위치 요청이 MSC(165)에 입력된다. 본 발
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위치 요청은 HLR(166)에 존재하는 위치 탐색기(167)로 전달된다. HLR(166)은 제1 메시지
를 원격 유닛(113)으로 전송하도록 셀룰러 시스템 내의 모든 기지국에 지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셀룰러 시스템 내의 
모든 기지국은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을 통해 원격 유닛(113)으로 방송되는 제1 페이지(이후 광역 위치 페이
지(wide-area location page)라 지칭됨)를 시작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광역 위치 페이지는 슬롯화된 페
이지 메시지(Slotted Page Message)(IS-95A, 섹션 7.7.2.3.2.5), 페이지 메시지(IS-95A, 섹션 7.7.2.3.2.6), 일
반 페이지 메시지(IS-95A, 섹션 7.7.2.3.2.17) 중의 한 메시지이지만, 다른 페이지도 물론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광역 위치 페이지는 원격 유닛(113)의 대략적 위치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원격 유닛(113)은 서
빙 기지국으로 메시지를 발신하여 광역 위치 페이지에 응답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원격 유닛(113)은 광역 
위치 페이지에 응답하여 인지 명령(acknowledge order: Ack)을 서빙 기지국으로 전송하는데, 이는 CBSC(160)을 거
쳐 HLR(166)으로 전달된다. 구체적으로, Ack는 IS-95A, 섹션 6.7.1.3.2.5에 기술된 것과 같은 페이지 응답 메시지
(Page Response Message)이지만,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는 광역 위치 페이지는 원격 유닛(113)이 RULM을 
전송하여 응답하게 되는 위치 페이지 메시지이다.
    

    
계속하면, 그리고나서 HLR(166)은 원격 유닛(113)을 서비스하는 기지국(즉, 원격 유닛(113)에 기준 파일럿(refer
ence pilot)을 제공하는 서빙 기지국)을 (원격 유닛(113)의 Ack로부터) 판단한다. 서빙 기지국을 판단한 후에, HLR
(166)은 서빙 기지국에 이웃하고 있는 기지국들을 (내부 데이터베이스(168)에 접근하여) 판단하고, 위치 탐색 중에 
원격 유닛(113)으로부터 곧 발신될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해 이웃 기지국의 수신 소자를 동조시키도록 CBSC(160)에 
지시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원격 유닛(113)은 데이터를 방송할 시간을 지시받고, 모든 이웃 기지국은 원
격 유닛(113)이 발신할 시간에 대해 지시받는다. (아래에 제안된 바와 같이, 타이밍 정보(timing information)는 원
격 유닛의 전송을 탐색할 탐색 윈도우(search window)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웃 기지국에 제공된다. 이 윈도우는 광역 
위치 페이지에 대한 원격 유닛의 Ack를 복조하면서 입수된 일정한 파라메터들(예를 들면, Ack의 도착 지연 및 각도)
을 고려하여 더 감소시킬 수 있다.
    

    
계속하면, 원격 유닛(113)으로부터 신호를 수신('listen')하도록 서빙 및 이웃 기지국에 지시되면, HLR(166)은 페이
징 채널을 통해 원격 유닛(113)으로 서빙 기지국을 경유하여 제2 메시지(위치 페이지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CBSC(1
60)에 지시한다. 위치 페이지 메시지는 공지된 원격 유닛 위치 메시지를 미리 정해진 회수만큼 전력을 증가시키면서 주
기적으로 발신하도록 원격 유닛(113)에 지시한다. 따라서, 위치 페이지 메시지는 RULM을 발신하기 시작하기 위한 미
리 정해진 시간을 원격 유닛(113)에 제공한다. (위치 페이지 메시지에 대해서는 도 3을 참조하여 아래에 상세하게 기
술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원격 유닛(113)은 원격 유닛 자신의 공용 장 부호(public long code)를 사용
하는 통화 채널(traffic channel) 상에서 RULM을 발신하여 원격 유닛(113)의 전력을 증가시키면서 발신하는 것은 
다른 원격 유닛(113)으로부터의 정상적인 액세스 채널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원격 유닛(113)은 다른 채널(예를 들면 액세스 채널)을 통해 RULM을 발신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
에서 원격 유닛(113)은 RULM 발신을 위해 예약된 규정 주파수를 사용하여 RULM을 발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원격 유닛(113)은 정상적인 통화 채널 발신에 사용되는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 상에
서 RULM을 발신하도록 지시될 수 있다.
    

    
계속하면, 기지국(101)의 RULM 처리기(150)(및 이웃 기지국의 비슷한 처리기)는 시스템 클록(system clock)(35
3)을 통해 RULM 도착 시간을 측정하여 원격 유닛(113)과 기지국 사이에서의 RULM 전파 지연을 판단하기 위해 검출
기(detector)(140)를 사용한다. 이는 미국특허 제5,508,708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미리 정해진 수의 칩
에 대한 각 64번째 칩(즉, PN 시퀀스 번호 0, 64, 128 등)에 대한 라이즈 시간(rise time)을 판단하는 것처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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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Pseudo Noise: PN) 칩의 규정된 그룹의 선도 에지 라이즈 시간(leading edge rise time)을 판단하는 모든 기
준에 의해 달성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위치 탐색 방법(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5,583,517호 'Multi-Path Resistant 
Frequency-Hopped Spread Spectrum Mobile Location System' 또는 미국특허 제3,886,554호 'Method and A
pparatus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a Vehicle Location System')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된 후에, HLR(166)은 발신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Ack를 원격 유닛(113)으로 전송하도록 서빙 기지국에 지시한
다. 그리고 나서 각 기지국에서의 전파 지연은 각 기지국(101)에 의해, 예를 들면 BSC(160)의 위치 탐색기(161) 또
는 HLR(166)의 위치 탐색기(167) 등인 지적된 주체로 기지국 식별자와 함께 전달되고, 원격 유닛(113)의 위치를 판
단하기 위해 원격 유닛(113)과 다중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전파 지연 측정값의 측정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통신 시스템(100)을 작동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로직 흐름
은 위치 요청이 시작되는 단계(201)에서 시작한다. 다음, 단계(210)에서 위치 탐색기(167)는 광역 위치 페이지를 발
신하도록 통신 시스템 내의 모든 기지국에 지시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광역 위치 페이지는 페이지에 대한 원격 유닛(
113)의 응답으로부터 개략적인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계속하면, 단계(215)에서 위치 탐색기(167)는 원격 유닛(113)이 광역 위치 페이지에 응답했는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치를 요청한 주체로 에러 메시지가 발신되는 단계(240)로 로직 흐름이 진행되고 로직 흐름은 단계(265)에서 
종결된다. 단계(215)에서 원격 유닛(113)이 광역 위치 페이지에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면, 위치 탐색기(167)는 서빙 
및 이웃 기지국을 판단하고(단계(220)) 원격 유닛(113)으로부터 데이터(RULM)를 입수하도록 서빙 및 이웃 기지국
에 지시한다(단계(225)).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내부 데이터베이스(168)에 저장된 이웃 기지국은 서빙 기지국
과의 지리적 및 전파적 근접도에 의해 판단되지만,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이웃 기지국은 다른 파라메터(예를 들
면, 광역 위치 페이지에 대한 원격 유닛(113)의 Ack의 수신된 지연 및/또는 섹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단계(230)
에서 위치 페이지 메시지는 원격 유닛(113)으로 발신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위치 페이지 메시지는 공지된 RULM을 
규정된 시간에 발신하도록 원격 유닛(113)에 지시한다. (즉, 위치 페이지 메시지는 RULM이 발신될 시간과 함께 원격 
유닛(113)이 발신할 RULM을 식별한다.) 또한, 위치 페이지 메시지는 전력 레벨을 증가시키면서 미리 정해진 회수동
안 RULM 발신을 계속하도록 원격 유닛(113)에 지시한다. 기지국(101)의 RULM 처리기(150)(다른 이웃 기지국의 
비슷한 처리기)는 RULM의 칩 수신 시간(chip receive time)을 판단하기 위해 검출기(140) 및 시스템 클록(153)을 
사용한다. 단계(245)에서 원격 유닛(113)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를 판단하
고, 그렇지 않다면 로직 흐름은 위치 탐색기(167)가 원격 유닛(113)이 아직 RULM을 발신하는지 판단하는 단계(25
0)로 진행한다. 단계(250)에서 원격 유닛(113)이 아직 RULM을 발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로직 흐름은 RULM 수신 
시간이 다시 판단되는 단계(235)로 돌아간다. 그러나, 단계(250)에서 원격 유닛(113)이 발신을 중지하였다고 판단되
면, 로직 흐름은 위치를 요정한 지역적 주체로 에러 메시지가 발신되는 단계(240)로 진행하여 로직 흐름은 단계(265)
에서 종결된다.
    

    
정확한 위치 탐색을 위해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단계(245)), 로직 흐름은 원격 유닛(113)이 
RULM 발신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Ack를 원격 유닛(113)으로 전송하도록 위치 탐색기(167)가 서빙 기지국에 지시
하는 단계(255)로 진행한다. 로직 흐름은, 예를 들면 CBSC(160)의 위치 탐색기(161) 또는 HLR(166)의 위치 탐색
기(167)인 지적된 주체가 원격 유닛(113)에 대한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260)로 진행한다. 위치는 위치를 요청한 지
적된 주체로 전달되고(단계(260)) 로직 흐름은 단계(265)에서 종결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위치 페이지 메시지(Location Page Message)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위치 페이지 메시지는 표준 페이징 채널을 통해 원격 유닛(113)으로 방송된 가변 비트 메시지(variable 
bit message)이고 아래의 표 1에 기술된 필드를 포함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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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페이지 메시지

MSG_TYPE 내지 MIN2 이 필드는 페이징 채널 메시지에 대해 표준이고 IS-95A, 섹션 7.7.2.3.2.7에 기술되
어 있다.

COMMAND 이 필드가 '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원격 유닛은 이후 필드의 파라메터에 기초하여 
RULM을 전송할 것이다. 이 필드가 '01'로 설정되어 있으면, 원격 유닛은 RULM 전송
을 중지할 것이고 이후 필드는 없다.

SEQ_IND 이 필드가 '01'로 설정되어 있으면, 다음 필드는 원격 유닛(113)이 RULM으로서 되발
신할 8 비트 시퀀스일 것이다. 이 필드가 '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원격 유닛(113)은 
RULM으로서 표준 통화 채널 프리앰블 프레임을 발신할 것이다.

SEQ 이 필드는 원격 유닛이 RULM으로서 반복적으로 발신할 8 비트 시퀀스를 저장한다. 이 
필드는 SEQ_IND 필드가 '1'일 때에만 존재한다.

MSG_SETUP_SIZE 이 필드는 증가 전력에서 전송하기 전에 RULM이 지연되는 전력 제어 그룹 수이다.
INC_PWR 이 필드는 원격 유닛(113)이 RULM을 발신할 증가 전력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양호

한 실시예에서 INC_PWR은 IS-95A 섹션 6.1.2.3.1에 기술된 원격 유닛의 명목 발신 
전력보다 10dB 위로 초기에 설정된다.

MSG_SIZE 이 필드는 원격 유닛(113)이 마지막 MSG_SETUP_SIZE 전력 제어 그룹의 끝에서 8 
비트 시퀀스 또는 통화 채널 프리앰블을 발신할 전력 제어 그룹 수를 표시한다. 즉, RU
LM은 프레임 경계 이후 MSG_SIZE 전력 제어 그룹 및 시작 MSG_SETUP_SIZE 전력 
제어 그룹 동안 발신된 반복되는 8 비트 시퀀스 또는 통화 채널 프리앰블로 구성될 것
이다.

MSG_PERIOD 이 필드는 원격 유닛(113)이 RULM의 연속적인 발신 시작 사이에 대기하여야 하는 시
간을 표시한다.

PWR_STEP PWR_STEP은 이전 RULM에 비해 MSG SIZE 전력 제어 그룹의 전력 출력(INC_PW
R)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dB)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PWR_STEP = 5dB
이다.

MAX_FULL_PWR 이 필드는 특수 메시지를 전송하고 발신을 종결하기 전에 최고 전력으로 원격 유닛이 
발신할 RULM의 최대 수를 나타낸다.

MAX_MSGS 이 필드는 증가 전력에서 발신할 RULM의 최대 수를 나타낸다. 각 증가 전력 발신 메
시지는 이전 증가 전력 출력보다 PWR_STEP만큼 증가할 것이다.

    
표 1에 제안한 바와 같이, INC_PWR은 IS-95A, 섹션 6.1.2.3.1에 기술된 원격 유닛의 정상 발신 전력보다 10 dB 위
로 설정되지만,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INC_PWR은 페이지 응답 메시지로부터 HLR(166)에 의해 판단된다. 구
체적으로는, 대안적 실시예에서 INC_PWR은 광역 위치 페이지에 대한 원격 유닛(113)의 Ack의 지연에 반비례하는 값
이다. 또한, 다른 대안적 실시예에서 INC_PWR은 시스템 조건으로부터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지국(101)에 의해 
전달되는 통화량이 임계값보다 많거나 원격 유닛(113)이 다중 기지국(101)과 통신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원격 유
닛(113)이 어느 기지국(101)이 통신하기 충분한 신호를 가지는지를 광역 위치 페이지에 대한 Ack에서 표시한다.), 
INC_PWR은 5dB로 감소된다. INC_PWR을 판단하기 위한 또다른 대안적 실시예는 INC_PWR 및 PWR_STEP을 허용
된 최대값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한 빨리 원격 유닛이 최고 전력으로 발신하는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원격 유닛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원격 유닛(113)은 로직 유닛(logi
c unit)(401), 코더(coder)(405), 길쌈 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409), 인터리버(interleaver)(413), 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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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기(orthogonal modulator)(415), 스크램블러/확산기(scrambler/spreader) (421), 적산기(multiplier)(414), 
증폭기(amplifier)(412), 시스템 클록(433), 메모리(435), 업컨버터(upconverter)(423)를 포함한다. 원격 유닛(1
13)은 IS-95A에 기술된 것과 같은 CDMA 시스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신호(427)를 발신한다. 원격 유닛(113)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로직 유닛(401)은 발신될 RULM 및 그 발신에 대한 시간, 채널, 주파수, 전력 레벨을 판단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방송될 RULM은 원격 유닛에 의해 수신되어 메모리(435)에 저장된 위치 페이지 메시지로부터 판단
된다. 로직 유닛(401)이 발신될 RULM을 판단하면, 로직 유닛(401)은 원격 유닛(113)을 적절한 주파수에 동조시키
고 (NEW_FREQ가 1이면 RULM_FREQ), 클록(433) 및 위치 페이지 메시지 ACTION_TIME에 의해 판단된 시간에 
RULM을 출력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RULM은 데이터 비트 스트림(Data Bit Stream)(403)으로서 출력
된다. 데이터 비트 스트림(403)은 가변율(variable-rate) 코더(405)로 입력되어 가변 발신 데이터 율을 가진 발신 
채널 프레임 시리즈를 포함하는 신호(407)가 생성된다. IS-95A에 제안된 대로, 각 프레임의 발신 데이터 율은 데이터 
비트 스트림(403)의 특징에 의존한다. 부호기 블록(411)은 길쌈 부호기(409) 및 인터리버(413)를 포함한다. 길쌈 
부호기(409)에서 각 프레임은 프레임의 이후 복호를 용이하게 하는 길쌈 부호화 알고리즘과 같은 공지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1/3 비율 부호기에 의해 부호화될 수 있다. 인터리버(413)는 블록 인터리브 기술과 같은 공지된 기술을 사용
하여 프레임 콘텐츠(contents)를 뒤섞도록 동작한다. 인터리브된 비트는 그리고나서 증폭기(412) 및 적산기(414)를 
거쳐 증폭된다. 디지털적으로 코딩되고 인터리브된 비트의 각 프레임은 총 576 비트가 되는 96 그룹의 6 코딩 비트를 
포함한다. 6 코딩 비트의 각 그룹은 왈쉬 코드(Walsh code)와 같은 64 심볼(symbol)에 대한 인덱스(index)를 표현
한다. 왈쉬 코드는 2의 거듭제곱인 차원을 가진 비트의 정방 행렬(square matrix)인 64 행 64 열 하다마드 행렬(Ha
damard matrix)의 단일 행 또는 열에 해당한다. 대개, 왈쉬 코드를 포함하는 비트는 왈쉬 칩(Walsh chips)이라 지칭
된다. 프레임의 96 왈쉬 코드 인덱스 각각은 M의 직교 변조기(415)로 입력되는데, 이는 양호하게는 64의 직교 변조기
이다. 각 입력된 왈쉬 코드 인덱스에 대해, M의 직교 변조기(415)는 출력에서 해당하는 64 비트 왈쉬 코드 W(417)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96 왈쉬 코드 W(417) 시리즈가 M의 직교 변조기(415)로 입력된 각 프레임에 대해 발생된다.
    

    
스크램블러/확산기 블록(421)은 공지된 스크램블 기술을 사용하여 왈쉬 코드 W(417) 시리즈에 제1 의사랜덤 잡음 시
퀀스(pseudorandom noise sequence) (장 부호(long code)) 및 제2 의사랜덤 잡음 시퀀스를 다른 것들 사이에서 인
가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장 부호는 원격 유닛(113)에 할당된 공용 장 부호이지만, 대안적 실시예에서 장 
부호는 액세스 채널 장 부호이다. 블록(423)에서, (RULM을 표현하는) 스크램블된 왈쉬 코드 W(417)의 시리즈는 오
프셋 2진 위상 쉬프트 키잉(offset binary phase-shift keying: BPSK) 변조 처리 또는 다른 변조 처리를 사용하여 
위상 변조되고, 업컨버트되어 안테나(425)에서 통신 신호(427)로서 발신된다.
    

    
정상 작동 중에, 클록(433)은 가장 강한 기지국(101)으로부터의 발신에 동기시켜서 시스템 시간을 유도한다. 원격 유
닛(113)이 위치 페이지 메시지를 수신하면, 시스템 시간은 위치 탐색 도중에는 불변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서, 원격 유닛이 원래 기지국(101)과 동기를 유지할 수 없다면, 위치 탐색 시그날링을 종결하며 원격 유닛(113)으로부
터 Ack가 전송된다.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원격 유닛은 가장 강한 기지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을 유도하지만 
RULM 발신 도중에 시스템 시간의 새로운 추정으로 그 클록을 맞추지는 않는다.
    

    
도 5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4의 로직 유닛을 작동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로직 흐름은 원격 
유닛(113)이 위치 페이지 메시지를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501)에서 시작한다. 다음, 단계(505)에서 로직 유
닛(401)은 위치 페이지 메시지의 COMMAND 필드가 '01'인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다면 로직 흐름은 단계(575)에
서 종결되고, 그렇다면 로직 흐름은 SEQ_IND가 '1' 또는 '0'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510)로 진행한다. 
단계(510)에서 SEQ_IND가 '0'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원격 유닛(113)은 RULM을 통화 채널 프리앰블(traffic chann
el preamble)과 동일하게 설정하고(단계(515)), 그렇지 않다면 RULM은 SEQ와 동일하게 설정된다(단계(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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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 흐름은 로직 유닛(401)이 클록(433)으로부터 시스템 시간을 액세스하고 RULM을 방송할 시간을 판단하는 단계
(525)로 진행한다. 단계(525)에서 시스템 시간이 ACTION_TIME보다 크다면 로직 흐름은 단계(530)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로직 흐름은 단계(525)로 되돌아간다. 단계(530)에서 로직 유닛(401)은 RULM이 시작하는 프레임(A
CTION_TIME_FRM)과 RULM이 전송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프레임 일부(MSG_SETUP_SIZE)를 합한 것보다 현재 
시간이 더 큰지를 판단한다. 즉, 로직 유닛은 현재 시간 16 * (ACTION_TIME_FRM) + MSG_SETUP_SIZE인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로직 흐름은 단계(530)로 되돌아가고, 그렇다면 로직 흐름은 RULM이 INC_PWR과 동일한 
증가(incremental) 발신 전력 레벨에서 MSG_SIZE와 동일한 전력 제어 그룹 회수 동안 방송되는 단계(535)로 진행
한다. 구체적으로는, 로직 유닛(401)은 RULM을 미리 정해진 양만큼 증폭하도록 증폭기(412)에 지시하고 RULM은 
MSG_SIZE 전력 제어 그룹 동안 원력 유닛(113)에 의해 계속적으로 방송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원격 유
닛이 RULM을 발신한 시간 및 프레임과 함께 RULM의 정확한 콘텐츠를 판단하기 위해서 통신 시스템(100) 내 모든 
서빙 및 이웃 기지국에 위치 페이지 메시지가 제공된다. 이는 통신 시스템(100) 내 모든 서빙 및 이웃 기지국이 원격 
유닛(113)에 의해 발신된 RULM의 수신을 위해 수신 소자를 동조시켜야 하는 때를 알 수 있도록 수행된다.
    

    
계속하면, 단계(540)에서 로직 유닛(401)은 PWR_STEP만큼 증가 발신 전력 레벨을 증가시키도록 증폭기(412)에 
지시하고 계수기(402)가 증가된다(단계(545)).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로직 유닛(412)은 명목(nominal) 전
력 레벨을 메모리(435)로부터 독취하여, 그것에 새로이 계산된 INC_PWR을 가산하고 이 전력에서 전송하도록 증폭기
(412)에 지시한다.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로직 유닛(401)은 이전 RULM 중의 명목 전력을 현재와 비교하여 
둘 중의 큰 것을 메모리(435)에 저장하고 이를 새로이 계산된 INC_PWR에 가산한다. 다른 대안적 실시예에서 로직 유
닛(401)은 발신 전력 레벨을 INC_PWR로부터 판단된 절대값으로 설정하고 MSG_SIZE 동안 명목 전력을 무시하도록 
증폭기(412)에 지시한다. 로직 흐름은 단계(550)로 진행한다.
    

    
단계(550)에서 로직 유닛(401)은 1) RULM 발신의 최대 수가 초과되었는지, 및 2) 원격 유닛(113)이 미리 정해진 
회수 이상 최고 전력에서 RULM을 발신하였는지, 및 3) 기지국이 위치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수신하였는지의 
3 조건을 판단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 조건은 1) 계수기 (n)이 MAX_MSGS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
여, 2) 원격 유닛(113)이 MAX_FULL_PWR 메시지보다 많이 최고 전력으로 RULM을 발신하였는지를 판단하여, 3) 
원격 유닛이 RULM 발신을 중지하여야 하는지를 표시하는 Ack를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였는지를 판단하여 판단된다. 
단계(550)에서 모든 이 조건들이 거짓이면, 로직 흐름은 ACTION_TIME이 MSG_PERIOD만큼 증가되는 단계(555)
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음 발신을 위한 시간을 대기하기 위해 단계(525)로 진행하며, 그렇지 않으면 로직 흐름은 단
계(557)로 진행한다.
    

    
RULM 발신을 중지하기로 판단되었다면, 계수기(402)는 N을 '0'으로 설정하여 리셋하고(단계(557)), Ack는 RULM
이 방송되는 것이 중지되었음을 표시하며 발신된다(단계(560)). 다음, 단계(565)에서 로직 유닛(401)은 원격 유닛(
113)이 RULM 발신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판단한다. 이는 REPEAT_TIME 0인지를 판단하여 수행된다. 단
계(565)에서 REPEAT_TIME 0이면, 로직 흐름은 원격 유닛(113)이 단계(505)로 돌아가기 전에 REPEAT_TIME 
주기동안 대기하는 단계(570)로 진행한다. 단계(565)에서 REPEAT_TIME이 '0'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로직 흐
름은 단계(575)에서 종결된다.
    

표 2는 페이지 메시지의 SEQ 필드가 모두 0인 것과 다른 동안 두 프레임인 RULM의 데이터 비트 스트림(403)을 도시
한다. 표 2에 도시된 데이터 스트림의 시간 시퀀스는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 맨 위에서 맨 아래로 되어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BURST_TYPE 비트는 연산자(170)에 의해 결정되고 SEQ 비트는 표 1의 SEQ 필드의 
비트이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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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프레임 RULM의 데이터 비트 스트림

필드 길이 값
CTL 4 1011
MSG_TYPE 8 00000100
ACK_SEQ 3 000
MSG_SEQ 3 000
ACK_REQ 1 1
ENCRYPTION 2 00
MSG_NUMBER 8 00000000
BURST_TYPE 6 TBD
NUM_MSGS 8 00000001
NUM_FIELDS 8 00100100
SEQ 8 15번 반복
RESERVED 1 0
CTL 4 1011
SEQ 8 21번 반복

    
도 6은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통신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대안적 실시예에
서 원격 유닛은 위치 탐색이 요구될 때 실제로 통화 채널 상에서 발신하고 있다. 로직 흐름은 위치 요청 메시지가 통화 
채널 상에서 기지국(101)(활성(active) 기지국)과 이미 통신 중인 원격 유닛에 대해 시작되는 단계(601)에서 시작한
다. 다음, 위치 탐색기(167)는 활성 및 이웃 기지국을 판단하고(단계(620)) 원격 유닛(113)으로부터 데이터(RULM)
를 입수하도록 활성 및 이웃 기지국에 지시한다(단계(625)).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내부 데이터베이스(168)에 
저장된 이웃 기지국은 원격 유닛(113)과 통신 중인 활성 기지국(101)에 대한 지리적 및 전파적 근접도에 의해 판단된
다. 그러나, 또다른 대안적 실시예에서 이웃 기지국은 예를 들면 통화 채널 상 원격 유닛 프레임의 지연인 다른 파라메
터에 의해서도 판단된다.
    

    
단계(630)에서 위치 요청 메시지는 활성 기지국(101)에 의해 원격 유닛(113)으로 발신된다. 위치 요청 메시지는 공
지된 RULM을 증가된 전력 레벨으로 규정된 시간에 발신하도록 원격 유닛(113)에 지시한다. 또한, 위치 요청 메시지
는 미리 정해진 시간 주기 동안 RULM 발신을 계속하도록 원격 유닛(113)에 지시한다. 기지국(101)의 RULM 처리기
(150)(및 다른 이웃 기지국의 비슷한 처리기)는 RULM의 칩 수신 시간을 판단하기 위해 검출기(140) 및 시스템 클록
(153)을 사용하고 (단계(635)) 단계(645)에서 원격 유닛(113) 위치의 정확한 추정을 하기 위해 데이터가 충분히 수
집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다면 로직 흐름은 위치 탐색기(167)가 원격 유닛(113)이 아직 RULM을 발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650)로 진행한다. 단계(650)에서 원격 유닛(113)이 아직 RULM을 발신하고 있다고 판단되
면 로직 흐름은 칩 수신 시간이 다시 판단되는 단계(635)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단계(650)에서 원격 유닛(113)이 R
ULM 발신을 중지하였다고 판단되면 로직 흐름은 단계(660)에서 데이터 종결(end-of-data) 메시지를 전송한다.
    

    
정확한 위치 탐색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면 (단계(645), 로직 흐름은 원격 유닛(113)이 RULM 
발신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Ack를 원격 유닛(113)으로 전송하도록 위치 탐색기(167)가 활성 기지국(101)에 지시하
는 단계(655)로 진행한다. 로직 흐름은 예를 들면 CBSC(160)의 위치 탐색기(161) 또는 HLR(166)의 위치 탐색기(
167)인 지적된 주체가 원격 유닛(13)의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660)로 진행한다. 위치는 위치를 요청하는 지적된 주
체로 전달되고(단계(660)) 로직 흐름은 단계(665)에서 종결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 따른 위치 요청 메시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대안적 실시예에서, 기지국(101)은 
할당된 통화 채널을 통한 원격 유닛(113)으로의 정상 통화 채널 프레임의 발신을 프레임 하나를 위치 요청 메시지로 
대체하여 인터럽트한다. 위치 요청 메시지는 아래의 표 3에 기술된 필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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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위치 요청 메시지
MSG_TYPE 내지 NUM_FIELDS 이 필드는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에 대해 표준이고 IS-95A, 섹션 7.7.3.3.2.4에 기

술되어 있다.
COMMAND 이 필드가 '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원격 유닛은 이후 필드의 파라메터에 기초하여 

RULM을 전송한다. 이 필드가 '01'로 설정되어 있으면, 원격 유닛은 RULM 전송을 
중지할 것이고 이후 필드는 없다.

SEQ_IND 이 필드가 '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다음 필드는 길이 영일 것이고 원격 유닛(113)은 
정상 통화 채널 비트를 되발신할 것이다. 이 필드가 '01'로 설정되어 있으면, 다음 필드
는 길이 영일 것이고 원격 유닛(113)은 RULM으로서 표준 통화 채널 프리앰블 프레임
을 발신할 것이다. 이 필드가 '1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다음 필드는 원격 유닛(113)
이 RULM으로서 되발신할 8 비트 시퀀스일 것이다.

SEQ 이 필드는 원격 유닛이 RULM으로서 반복적으로 발신할 8 비트 시퀀스를 저장한다. 이 
필드는 SEQ_IND 필드가 '10'일 때만 존재한다.

MSG_SETUP_SIZE 이 필드는 RULM 비트가 증가 전력으로 전송하기 전에 명목 전력으로 발신될 전력 제
어 그룹 수이다.

INC_PWR 이 필드는 원격 유닛(113)이 RULM을 발신할 증가 전력을 표현한다. 본 발명의 대안
적 실시예에서 INC_PWR은 IS-95A, 섹션 6.1.2.3.2에 기술된 원격 유닛의 명목 발신 
전력보다 10 dB 위로 설정된다.

MSG_SIZE 이 필드는 원격 유닛(113)이 증가 전력에서 RULM을 발신할 전력 제어 그룹의 수를 
표시한다. 즉, RULM은 INC_PWR 전력으로 발신된 MSG_SIZE 전력 제어 그룹에 이
어지는 명목 전력으로 발신된 MSG_SETUP_SIZE 전력 제어 그룹 및 최소 전력으로 
발신된 프레임의 전력 제어 그룹 나머지로 구성될 것이다.

MSG_PERIOD 이 필드는 원격 유닛(113)이 RULM의 연속적인 발신 시작 사이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시간을 표시한다.

PWR_STEP PWR_STEP은 이전 RULM 전력 출력보다 MSG_SIZE 전력 제어 그룹의 전력 출력(I
NC_PWR)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dB)이다.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PWR_STE
P = 5 dB이다.

MAX_FULL_PWR 이 필드는 원격 유닛(113)이 특수 메시지를 전송하고 발신을 종결하기 전에 최고 전력
에서 발신할 RULM의 최대 수를 표현한다.

MAX_MSGS 이 필드는 증가 전력에서 발신할 RULM의 최대 수를 표현한다. 각 증가 전력 발신 메
시지는 마지막 전력 출력보다 PWR_STEP만큼 전력을 증가시킨다.

ACTION_TIME 이 필드는 제1 증가 전력 발신의 시작을 위한 시간을 표현한다. 이는 80 ms(모듈로 6
4) 단위의 시스템 시간으로 설정될 것이다.

ACTION_TIME_FRM 이 필드는 제1 증가 전력 제어 발신을 시작하기 위해 ACTION_TIME에 규정된 시스템 
시간 이후의 프레임 수를 표현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MSG_SETUP_SIZE 및 MSG_SIZE의 값이 합하여 프레임의 정수 값이 되지 않으면, 마
지막 프레임은 SEQ 비트로 채워져서 명목 전력으로 발신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 따른 도 4의 로직 유닛을 작동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는 원격 유닛(113)이 실제로 통화 채널 상에서 통신하고 있을 때 원격 유닛(113)의 위치를 
탐색한다. 로직 흐름은 원격 유닛(113)이 위치 요청 메시지를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801)에서 시작한다. 다
음, 단계(805)에서 로직 유닛(401)은 위치 요청 메시지의 COMMAND 필드가 '01'인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로
직 흐름은 단계(875)에서 종결하고, 그렇다면 로직 흐름은 SEQ_IND가 '1' 또는 '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810)로 진행한다. 단계(810)에서 SEQ_IND가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원격 유닛(113)은 통화 채널 프리앰블
과 동일하게 RULM을 설정하여야 하고(단계(815)), 아니면 RULM은 SEQ와 동일하게 설정된다(단계(820)).

 - 10 -



등록특허 10-0299639

 
    

    
로직 흐름은 로직 유닛(401)이 클록으로부터 시스템 시간을 액세스하고 RULM을 방송할 시간을 판단하는 단계(825)
로 진행한다. 단계(825)에서 시스템 시간이 ACTION_TIME보다 크다면 로직 흐름은 단계(830)로 진행하고, 아니면 
로직 흐름은 단계(825)로 돌아간다. 단계(830)엣 로직 유닛(401)은 현재 시간이 RULM이 시작하는 프레임(ACTIO
N_TIME_FRM)과 RULM이 명목 전력에서 전송되는 부분(MSG_SETUP_SIZE)을 합한 것보다 큰지를 판단한다. 즉, 
로직 유닛은 현재 시간 16 * (ACTION_TIME_FRM) + MSG_SETUP_SIZE인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로직 흐
름은 단계(830)로 돌아가고, 그렇다면 로직 흐름은 RULM이 통화 채널을 통해 MSG_SIZE와 동일한 전력 제어 그룹 
수 동안 INC_PWR과 동일한 증가 발신 전력 레벨으로 방송되는 단계(835)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로직 유닛(401)
은 RULM을 MSG_SIZE 동안 미리 정해진 양을 증폭하도록 증폭기(412)에 지시하고 RULM은 원격 유닛(113)으로 
최소한 MSG__SETUP_SIZE + MSG_SIZE 전력 제어 그룹 동안 연속적으로 방송된다.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통신 시스템(100) 내의 모든 서빙 및 이웃 기지국에 원격 유닛(113)이 RULM을 발신한 시간 및 프레임과 함께 RUL
M의 정확한 콘텐츠를 판단하기 위해 위치 요청 메시지가 제공된다. 이는 통신 시스템(100) 내의 모든 활성 및 이웃 기
지국이 원격 유닛(113)에 의해 발신된 RULM의 수신을 위한 수신 소자를 동조시킬 때를 알 수 있도록 수행된다. 본 발
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원격 유닛(113)은 RULM의 MSG_SIZE 동안 발신 중에는 기지국(101)으로부터의 전력 제
어 비트 명령을 무시하지만, 대안적 실시예에서, 원격 유닛(113)은 RULM 발신 중에 전력 제어 비트 값에 따라서 발신 
전력을 조절한다. 또한,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원격 유닛(113)은 원격 유닛(113)의 증가된 전력 발신이 다른 
원격 유닛(113)으로부터의 정상적인 액세스 채널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원격 유닛 자체의 공용 장 부호를 사
용하여 RULM을 발신하지만,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원격 유닛(113)은 다른 채널(예를 들면 액세스 채널)을 
통해 RULM을 발신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원격 유닛(113)은 RULM 발신을 위해 예약된 특
정 주파수를 사용하여 RULM을 발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원격 유닛(113)은 
정상적인 통화 채널 발신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 상에서 RULM을 발신하도록 지시받을 수 있다. 원격 
유닛(113)이 새로운 주파수 상에서 RULM을 발신할 수 있으므로, 통신 시스템(100)은 새로운 주파수로의 하드 핸드
오프(hard handoff)를 수행하는데 조력자로서 새로운 주파수 상의 RULM 수신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통신 시스템(1
00)은 새로운 주파수에서의 RULM 수신 질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주파수로의 하드 핸드오프가 수용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계속하면, 단계(840)에서 로직 유닛(401)은 발신 전력 레벨을 PWR_STEP만큼 증가시키도록 증폭기(412)에 지시하
고 계수기(402)가 증가된다(단계(845).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로직 유닛(412)은 메모리(435)로부터 명목 전
력 레벨을 독취하여 새로이 계산된 INC_PWR를 그것에 가산한다. 대안적 실시예에서 로직 유닛(401)은 이전 RULM 
중의 명목 전력을 현재와 비교하여 둘 중의 더 큰 것을 메모리(435)에 저장하고 새로이 계산된 INC_PWR을 그것에 가
산한다. 로직 흐름은 단계(850)으로 진행된다. 다른 대안적 실시예에서 로직 유닛(401)은 INC_PWR로부터 결정된 발
신 전력 레벨을 절대값으로 설정하도록 증폭기(412)에 지시하고 MSG_SIZE 동안 명목 전력을 무시한다.
    

    
단계(850)에서 로직 유닛(401)은 1) RULM 발신의 최대 수가 초과되었는지 2) 원격 유닛(113)이 미리 정해진 수의 
RULM보다 많이 최고 전력에서 발신하였는지 3) 기지국이 위치 판단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지의 세 조건
을 판단한다.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에서, 이 조건들은 1) 계수기(402)가 MAX_MSGS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 
2) 원격 유닛(113)이 MAX_FULL_PWR RULM보다 많이 최고 전력에서 발신하였는지를 판단하여 3) 원격 유닛(11
3)이 RULM 발신을 중지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Ack가 활성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여 판단된다. 단계
(850)에서 이 모든 조건들이 거짓이면, 로직 흐름은 ACTION_TIME이 MSG_PERIOD만큼 증가되는 단계(855)로 진
행한 다음 다음 발신을 위한 시간을 대기하는 단계(825)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로직 흐름은 계수기(402)가 N을 '
0'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리셋되는 단계(860)로 진행한다. 로직 흐름은 단계(875)에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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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특정한 예로 기술되고 예시되었지만, 본 개시는 예시로서만 제시된 것이고, 본 기술의 숙련자는, 부분의 결합 
및 배열에서의 많은 변화가 청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시스템에서 원격 유닛(remote unit)의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원격 유닛으로 제1 메시지 - 상기 제1 메시지는 서빙 기지국(serving base station)으로 제2 메시지를 전송하도
록 상기 원격 유닛에 지시함 - 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원격 유닛으로부터 발신된 상기 제2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2 메시지로부터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이웃 기지국(neighbor base station)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원격 유닛으로 제3 메시지 - 상기 제3 메시지는 상기 서빙 및 이웃 기지국으로 제4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원격 유
닛에 지시함 - 를 발신하는 단계,

상기 제4 메시지를 입수하기 위해 수신 소자를 동조시키도록 상기 이웃 기지국에 지시하는 단계,

상기 제4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4 메시지로부터 상기 원격 유닛의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메시지는 미리 정해진 시간 주기 동안 규정된 전력 레벨에서 상기 제4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상기 원격 유닛에 더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메시지를 미리 정해진 시간에 수신하도록 상기 이웃 기지국에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지는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을 통해 원격 유닛으로 방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

청구항 5.

통신 시스템에서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메시지 - 상기 제1 메시지는 원격 유닛이 제2 메시지를 규정된 시간에 발신하기 위한 지시, 및 상기 제2 메시지의 
발신을 시작하는 시간 주기를 포함함 - 를 발신하도록 상기 통신 시스템 내의 복수의 기지국에 지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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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메시지를 획득하기 위해 수신 소자를 동조시키도록 상기 복수의 기지국에 지시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기지국에서 상기 제2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메시지로부터 상기 원격 유닛의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상기 통신 시스템 내의 상기 복수의 기지국에 지시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상기 통신 시스템 내의 상기 복수의 기지국에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메시지는 
상기 제2 메시지의 재발신이 발생되는 시간 주기, 및 상기 원격 유닛이 상기 제2 메시지를 발신하는 전력 레벨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지는 상기 원격 유닛이 제2 메시지를 발신하는 전력 레벨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 주기 동
안 상기 제2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상기 원격 유닛에 더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는 방
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지는 페이징 채널을 통해 상기 원격 유닛으로 방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유닛의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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