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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일럿 채널 포착 방법 및 장치

요약

무선 통신 디바이스(100)는 CDMA 시스템의 슬롯 모드에서 동작할 때 할당된 슬롯 전의 파일럿 채널을 포
착한다.  무선 통신 디바이스는 활성 파일럿 채널 및 인접 파일럿 채널의 단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를 결
정하는 탐색 수신기(109)를 포함한다.  핑거 수신기(107)는 활성 파일럿 채널 및 인접 파일럿 채널의 장
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를 결정한다.  논리 및 제어 회로(113)는 단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에 따라 파일럿 
채널에 핑거 수신기를 할당하며, 인접 파일럿 채널의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가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
일럿 강도보다 큰지를 판정하며, 최고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를 갖는 인접 파일럿 채널로 핸드오프하도
록 결정된다.  더우기, 초기 검출 상관 길이는 파일럿 포착 처리를 단축시키도록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
일럿 강도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파일럿 채널 포착 방법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의 전기적 블럭도.

도 2는 파일럿 채널을 스위핑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3a 및 3b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파일럿 채널 포착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4는 핑거 수신기를 파일럿 채널에 할당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무선 전화기

101 : 안테나

102 : 기지국

103 :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

105 :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107 : 핑거 수신기

109 : 탐색 수신기

113 : 논리 및 제어 회로

115 : 전송 경로 회로

117 :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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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디지탈  통신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파일럿  채널  포착(pilot  channel 
acquisition)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이 광범위하게 응용되더라도, 본 발명은 슬롯 모드 특
성을 갖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하며 특
히 그것과 결부하여 설명될 것이다.

셀룰라 전화 시스템에서, 기지국에서 휴대용 무선 전화기기(handheld radiotelephone)와 같은 이동국으로
의 통신 및 반대로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의 통신이 역채널을 통해 수행된다.   CDMA를 수행하기 위한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이 채택하고 있는 잠정 표준 IS-95-A 하에서, 페이징 채널이라
고 하는 순방향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 페이지가 전송된다.  페이지는 호출이 있다는 것
을 이동국에 통보한다.

IS-95-A는 이동국으로 하여금 감소된 전력 모드로 동작하게 하는 슬롯 모드 특성을 제공한다.  즉, 페이
징 채널은 페이징 채널 슬롯이라고 하는 80 밀리초(ms) 간격으로 분할되며, 슬롯 모드로 동작하는 각각의 
이동국에는 그들이 페이징 채널을 모니터하는 특정 슬롯이 할당된다.  할당된 슬롯은 슬롯 사이클이라 불
리는 주기이다.  이동국은 오직 할당 슬롯 동안 페이징 채널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슬롯 
사이클 기간에 이동국은 "휴지(sleep)"상태, 즉 예를 들어 무선 주파수(RF)부를 턴오프하여 감소된 전력 
모드 상태로 될 수 있다.  다음 주기의 슬롯을 모니터하기 위해, 이동국은 할당 슬롯 내의 페이징 채널을 
모니터하기 위한 시간 내에 휴지 상태로부터 "활동 재개(wake up)"되어야 한다.

셀룰라 시스템은 전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기지국을 포함하며, 이동국은 그 영역 도처로 이동할 수 
있다.  이동국은 활동 재개 후 페이징 채널을 모니터하기 전에, 이동국이 어떠한 기지국, 양호하게는, 최
강의 채널 신호를 제공하는 기지국으로부터 페이징 채널을 모니터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IS-
95-A에 따른 CDMA 시스템에 있어서, 각 기지국은 파일럿 채널 신호를 연속적으로 전송한다.  각각의 기지
국에  의해  전송된  파일럿  신호는,  확산  코드(spreading  code)는  동일하지만  코드  위상  오프셋은 
상이하다.  위상 오프셋은 파일럿 신호들이 서로 구별되도록 하여 기지국이 구별되도록 한다.  IS-95는 

분산 코드를 주기 2
15
 개의 칩을 갖는 PN 시퀀스라 정의하고 위상 오프셋을 제로 오프셋 파일럿 PN 시퀀스

와 관련된 64개의 복수의 칩으로 정의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정적 환경에서, 기지국의 커버리지 내에 존재하는 이동국은 휴지 상태로 되기 전에 모니터링되며("활성 
파일럿"이라 칭함), 이동국이 활동 재개되면 휴지 상태로 되기 전에 모니터된 동일한 파일럿 신호를 가장 
포착하기 쉽다.  동적 환경에서, 이동국은 휴지 상태 이전에 모니터링되는 기지국의 커버리지 내에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페이징 채널이 모니터되기 전에 다른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동국이 어떠한 페이지도 놓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호출도 놓치지 않도록, 할당 슬롯이 모
니터되기 전에 - 활성 파일럿 또는 또 다른 기지국의 - 파일럿 채널을 포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동국이 CDMA 시스템의 슬롯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할당 슬롯의 도달 이전에 파일럿 채널을 
포착하는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동국이 CDMA 시스템의 슬롯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할당 슬롯의 도달 이전에 파일럿 채널을 포착하는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하다.  더우기, 초기 검출 임계치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효하게 파일럿 채널 포
착을 수행한다.  조정된 초기 검출 임계치는 파일럿 채널을 스윕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연장시킬 수 
있다.  더우기, 핑거 수신기를 사용하여, 가장 센 인접 파일럿을 트랙하고 인접 파일럿 및 활성 파일럿의 
확실한 파일럿 신호 강도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있게 파일럿 채널을 포착한다.

본 발명의 부가적 이점 및 신규한 특징들이 다음의 설명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것이며, 다음 설명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기술되어 있으며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검토하여 부분적으
로 알 수 있거나 본 발명의 실행으로 인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양호한 실시예를 참조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 예를 들어 무선 전화기(100)의 전기 블럭도
이다.  이 도면은 무엇보다도 기지국[102(하나만 도시됨)]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무선 전화기(100)에 
의해 발신된 신호를 전송하는 안테나(101)을 도시한다.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103;analog front end)는 
수신 신호를 처리하여 그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105)에 제공한다.  디지탈화된 수신 신호는 
병렬로 접속된 복수의 핑거 수신기(107) 및 적어도 하나의 탐색 수신기(109)로 구성되는 레이크(rake) 수
신기에 제공된다.  핑거 수신기 및 탐색 수신기의 동작은 논리 및 제어 회로(113)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
어된다.   핑거  수신기  및  탐색  수신기의  출력은  또  다른  처리를  위해  논리  및  제어  회로(113)에 
제공된다.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데이타를 처리하여 이러한 처리된 데이타를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기(DAC;117)에 제공하는 전송 회로 경로(115)에 데이타를 제공한다.  DAC(117)에 의한 아날로그 신호 출
력은 안테나(101)을 통해 기지국(102)로의 전송을 위해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103)에 제공된다.  레이크 
수신기 및 전송 회로 경로(115)의 예로는 Qualcomm, Inc.에 의해 상용화된 이동국 모뎀(Mobile Station 
Mod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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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및 제어 회로(113)이 수신기로부터의 분리 소자로 도시되어 있지만, 통상의 숙련자들은 논리 및 제
어 회로 부분이 수신기 내에 상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선 전화기(100)가 활동 재개되면, 안테나(101)은 활성 파일럿으로부터 핸드오프 가능한 후보인 기지국
의 파일럿 채널 리스트인 인접 세트를 수신한다.  활성 파일럿 및 인접 파일럿의 기록은 무선 전화기
(100)가 휴지 상태가 되기 전에 논리 및 제어 회로(113) 내에 저장된다.

탐색 수신기(109)는 각각의 파일럿 채널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활성 파일럿 및 인접 파일럿의 파일럿 신
호를 스위핑할 수 있다.  탐색 수신기(109)는 Ec/Io의 수치를 데시벨(dB)로 제공하는 복소수 상관(complex 

correlation) 처리에 의해 파일럿 채널을 결정하며, 여기서 Ec는 파일럿 에너지 수치이며 Io는 수신된 대

역폭에서의 총 전력 스펙트럼 밀도이다.  이러한 전력 측정은 단기간 평균(short-term average) Ec/Io라고 

하며 이는 신호 대 노이즈 비를 나타낸다.

기지국으로부터 발산된 파일럿 신호는 "레이(ray)"이라 칭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송되므로 다중 경로 
신호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인접 파일럿의 파일럿 신호의 스윕을 수행할 때, 탐색 수신기(109)는 특정 파
일럿 신호의 코드 위상 오프셋의 중심에 놓인 다중 칩 윈도우를 설정한다.  칩 윈도우의 스윕 목적은 파
일럿 신호의 다중 경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칩 윈도우에 나타나는 인접 파일럿의 최강의 레이
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칩 윈도우의 다중 칩 오프셋 각각에 대한 복소수 상관 및 단기간 평균 Ec/Io를 측정

한다.

복소수 상관 처리는 2가지 단계를 갖는다.  초기 검출단에서, 충분한 파일럿 신호 에너지가 특정 칩 오프
셋에 존재하는 지에 대한 표시를 제공하도록, 통상적으로 상관된 칩의 최대 수(여기서, "칩"은 파일럿 신
호의 일종임)의 서브세트에 대한 단기간 평균 Ec/Io을 결정한다.   최대 수의 칩의 서브세트를 초기 검출 

상관 길이라고 한다.  단기간 평균 Ec/Io이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 충분히 크면, 제2 단계를 수행하여 

칩의 최대 수에 대한 상관 관계를 완료한다.

이제, 파일럿 채널 스위핑 방법,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파일럿 채널 포착 방법 및 핑거 수
신기를 파일럿 채널에 할당하는 방법을 각각 도시한 흐름도 도 2-4를 참조하여, 상술된 바와 같은 무선 
통신 장치의 사용 및 동작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파일럿 채널 스위핑 방법(200)을 도시하는 도 2를 참조하기로 한다.  먼저,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인
접 세트에 인접 파일럿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도 3a의 단계(317) 참조].  만약 인접 세트에 인접 파일
럿이 존재하면, 인접 채널의 스윕을 개시한다[단계(201)].  특정 인접 파일럿의 스윕 방법을 종료하기 위
해,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특정  인접  파일럿의  모든  칩  오프셋이  상관되었는지를 결정한다[단계
(203)].  만약 상관되었으면, 인접 파일럿의 스윕은 완료된다[단계(215)].  만약 상관되지 않았으면, 탐
색 수신기(109)가 특정 칩 오프셋에서의 상관을 수행한다[단계(205)].  상관 일부로서, 탐색 수신기(10
9)는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의 특정 칩 오프셋의 단기간 평균 Ec/Io을 결정한다[단계(207)].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의  파일럿  신호가  초기  검출  임계(EDT;  Early 
Detection Threshold) 미만인지를 판정한다[단계(209)].  최대수의 칩의 서브세트를 상관한 후, 단기간 
평균 Ec/Io이 EDT 미만이면, 파일럿 신호가 특정 칩 오프셋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 칩 

오프셋에서의 상관을 종료하며[단계(213)],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특정한 인접 파일럿의 모든 칩 오
프셋이 상관되었는지를 재결정한다.

최대 수의 칩의 서브세트를 상관한 후, 단기간 평균 Ec/Io이 특정 위상 오프셋에서의 파일럿 신호 내에 충

분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EDT 이상이면, 최대수의 칩 전체에 대해 상관을 계속하며[단계
(211)], 이러한 방법의 제어가 단계(203)로 복귀된다.  결국, 특정한 인접 파일럿에 대한 모든 칩 오프셋
은 상관된다(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최강의 레이에 대한 단기간 평균 Ec/Io를 제공하여, 스윕된 

인접 파일럿 신호의 최강의 레이에 핑거가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더우기, 최강의 레이를 나타내는 칩 오프셋은 할당된 핑거 수신기에 의해 인접 파일럿을 트랙킹하는데 사
용된다.  인접 파일럿을 트랙킹하는 목적은 탐색 파일럿이 인접 세트의 인접 파일럿을 연속적으로 스윕할 
때마다 인접 파일럿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목적은 트랙킹된 인접 파일럿의 
파일럿 강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무선 전화기(100)에 제공된 핑거 수신기의 수에 따라, 다수의 핑거 수신기를 동일한 인접 파일럿의 다수
의 레이에 할당하여, 결합형 레이를 나타내는 파일럿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200)은 할당된 슬롯에서 페이징 채널이 모니터되기 전에 무선 전화기(100)가 인접 채널의 스
윕을 완료하기에 충분히 일찍 활동 재개되면, 인접 세트의 모든 인접 파일럿에 대해 수행된다.  예를 들
어, 인접 세트 및 각 인접 파일럿에 대한 60-칩 윈도우 내에 20 개의 인접 파일럿이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1200 상관이 수행되어야 한다.  최고 강도를 갖는 파일럿 채널을 탐색하고 포착하기 위해 페이징 
채널을 모니터링하기 전에 무선 전화기(100)이 활동 재개되어야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의 특정 칩 오프셋에 대한 상관의 종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파일럿 신호를 놓칠 가능성 및 허용가능한 오류 가능성을 달성하면서 만족할만한 탐색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상관 길이의 값, 초기 검출 상관 길이 및 EDT가 선택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EDT는,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으로, 활성 파일럿 신호의 강도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가
능하다.  EDT는 제1 값에서 제2 값으로 재설정될 수 있다.  여기서 "동적"이라 함은 파일럿 포착 방법이 
개시된 후 미리 프로그램된 파라미터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충분히 강한 파일럿 신호가 존
재하는 경우, 보다 강한 인접 파일럿 신호를 탐색하는 중요성이 감소되므로, 여전히 강한 파일럿 신호의 
검출 가능성이 높으면서 약한 파일럿 신호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EDT가 증가되어 각각의 인접 
파일럿의 보다 신속한 스윕을 야기시키고 전체 인접 세트를 스윕하는데 필요한 전체 시간을 감소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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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3a 및 3b는 무선 전화기 통신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된 파일럿 채널 포착의 한 방법(300)을 도시한 흐
름도이다.  상술된 바와 같이,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EDT는 초기에 제1 값으로 설정된다[단계(301)].  
활동 재개될 때, 탐색 수신기(109)는 활성 파일럿을 스윕하여 최강의 레이를 찾으며[단계(303)], 인접 파
일럿을 스위핑하는 것에 대해 기술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성 파일럿의 단기간 평균 Ec/Io을 결정한다

[단계(305)].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그 후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제1 임계치 미만인지
를 판정한다[단계(307)].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제1 임계치 미만이 아니면,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인접 세트 내에 소정의 인접 파일럿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계(317)].  활성 파일
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제1 임계치 미만이면,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핑거 수신기를 활성 파일럿 채
널에 할당한다[단계(309)].

핑거 수신기가 파일럿 채널에 할당되면, 그것은 최고 신호 강도를 갖도록 결정된 칩 오프셋에서의 파일럿 
채널에 로크되고 트랙된다.  트랙킹되는 동안, 신호 강도는 파일럿 채널이 손실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허용불가능한 레벨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핑거 수신기는 언로크될 수 있으며 
다른 파일럿 채널로의 할당이 가능해진다.

파일럿 채널에 로크되면, 핑거 수신기는 파일럿 강도의 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파
일럿 강도는 탐색 수신기에 의해 제공된 단기간 평균 Ec/Io과는 다른 Ec/Io의 수치이며, Ec/Io 측정치는 필

터링되었으며, 여기서 장기간 평균 Ec/Io라 칭하는 축적 및 필터링된 Ec/Io 수치를 나타낸다.  간단하게, 

단기간 평균 Ec/Io은 파일럿 강도의 스냅 샷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장기간 평균 Ec/Io은 파일럿 강도에서의 

장기간 룩이다.  파일럿 신호의 에너지가 변화하게 하는 레일리 페이딩(Rayleigh fading)과 같은 인수로 
인해, 단기간 평균 Ec/Io 측정치는 장기간 평균 Ec/Io만큼 확실치는 않다.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양호한 실시예에서 제1 임계치보다 큰 제2 
임계치보다 작은지의 여부를 판정한다[단계(311)].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제2 임계치 미만
이면,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인접  세트  내에  임의의  인접  파일럿이  존재하는지를 판정한다[단계
(317)].  활성 파일럿 채널의 강도가 제2 임계치 이상이면,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EDT를 제2 값으로 
재설정한다[단계(313)].

만일 인접 세트 내에 인접 파일럿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핸드오프되지 않는다[단계(319)].  만일 인접 
세트 내에 인접 파일럿이 존재하는 경우, 도 2를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인접 파일럿의 스윕을 개시
하며 최강의 인접 파일럿에 대한 핑거 할당을 수행한다[단계321)].

도 4는 핑거 수신기를 인접 파일럿에 할당하는 방법(500)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인접 파일럿의 스윕 완
료 후[도 2에서 단계(215) 참조)], 핑거 할당 방법을 개시한다[단계(501)].  논리 및 제어 회로(113)은 
이용가능한 핑거 수신기가 존재하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이용가능한 핑거 수신기가 존재하면, 이용가능
한 핑거 수신기를 최종 스윕된 인접 파일럿 채널에 할당한다[단계(505)].  방법(200) 및 방법(500)을 약
간 반복한 후, 모든 핑거 수신기가 활성 파일럿 및 인접 파일럿에 할당되었으며 핑거 수신기가 이들 파일
럿 채널에 로크되면 핑거 수신기들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핑거 수신기가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할당된 인접 파일럿 채널에 로크된 핑거 수신기를 최종 스윕된 인접 파일럿 채널에 재할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수행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논리 및 제어 회로(113)는 할당된 핑거 수
신기를 갖는 모든 인접 파일럿 채널의 최저 장기간 평균 파이럿 강도를 결정한다[단계(507)].  논리 및 
제어 회로(113)는 최종 스윕된 인접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최저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보다 큰
지를 판정한다[단계(509)].  최종 스윕된 인접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최저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
도 이하이면, 최종 스윕된 인접 파일럿 채널이 핑거 수신기에 할당되지 않으며 최종 스윕된 파일럿 채널
에 대한 핑거 할당 방법을 종료한다[단계(513)].  최종 스윕된 인접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최저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보다 크면, 논리 및 제어 회로(113)는 최저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를 갖는 인
접 파일럿 채널을 트랙킹하는 핑거 수신기를 최종 스윕된 인접 파일럿 채널에 재할당하며[단계(511)], 최
종 스윕된 파일럿 채널에 대한 핑거 할당 방법을 종료한다[단계(513)].

지금부터, 파일럿 채널 포착 방법을 도시한 도 3b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모든 인접 파일럿 채널
이 스윕되고(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 핑거 할당이 수행된 후, 논리 및 제어 회로(113)는 임의의 핑거 
수신기가 인접 파일럿 채널에 로크되었는지를 판정한다[단계(405)].  인접 파일럿 채널에 어떠한 핑거 수
신기도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핸드오프가 수행되지 않는다[단계(409)].  하나 이상의 핑거 수신기가 인접 
파일럿 채널에 로크되면, 이들 인접 파일럿 채널중 하나에 대해 핸드오프를 수행하여야 되는 지를 판정한
다.  만일 파일럿 강도가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보다 상당히 크면, 인접 파일럿 채널이 핑거 수
신기를 가질 때 핸드오프가 일어난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탐색 수신기(109)는 활성 파일럿 채널을 재스위핑하고 단기간 평균 Ec/Io를 재결

정함으로써 활성 파일럿 채널의 강도를 재결정한다[단계(401)].  그 후, 논리 및 제어 회로(113)는 할당
된  핑거  수신기를  갖는  인접  파일럿  채널의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를  결정한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그것은 어느 것이 최대 값을 갖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하는 핑거 수신기에 의해 제공된 인접 
파일럿의 장기간 평균 Ec/Io이다[단계(403)].

장기간 Ec/Io이 파일럿 강도의 확실한 수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파일럿 채널을 포착하는 동안 인접 파일럿 

채널을 핑거 수신기에 할당하고 그것의 장기간 평균 Ec/Io에 따라 인접 파일럿 채널의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이다.   대체 방법으로, 핑거 수신기에 로크된 인접 파일럿 
채널은 비교하기 위한 단기간 평균 Ec/Io을 얻기 위해 탐색 수신기에 의해 재스윕될 수 있거나, 또는 단기

간 평균 Ec/Io에 의한 리스트 랭킹 인접 파일럿 강도가 만들어지며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를 갖는 것으로 

리스트 상부의 인접 파일럿 채널이 선택된다.  단기간 평균 Ec/Io이 확실한 수치의 파일럿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랭킹의 경우 특히 초기에 스윕된 인접 파일럿 채널의 단기간 

12-4

1019970042560



평균 Ec/Io이 인접 세트가 스윕되는 동안 상당히 변할 수 있다.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를 결정한 후, 논리 및 제어 회로(113)는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보다 큰 
지를 판정한다.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와 유사한 활성 파일럿 신호 강도는 단계(401)에서 얻어진 단기간 
평균 Ec/Io이거나, 도 3a에 도시된 단계(309)에서 핑거 수신기가 활성 파일럿 채널에 할당되면 장기간 평

균 Ec/Io이거나 필터링된 단기간 평균 Ec/Io일  수도 있다.  필터링된 단기간 평균 Ec/Io은  단계(303  및 

403)에서 수행된 스윕과 같은 활성 파일럿 채널의 스윕으로부터 얻어진 단기간 평균 Ec/Io의 복수의 측정

치를 필터링함으로써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필터링된 단기간 평균 Ec/Io은 단기간 평균 Ec/Io보다 활성 

파일럿 채널 강도의 보다 확실한 수치이다.  논리 및 제어 회로(113)에 의해 필터링이 수행될 수 있다.

장기간 평균 Ec/Io은 단기간 평균 Ec/Io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논리 및 제어 회로(113)는 핑거 수신기가 활

성 파일럿 채널에 할당되었는지를 판정한다[단계(411)].  핑거 수신기가 활성 파일럿 채널에 할당되었으
면,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는 활성 파일럿 채널의 장기간 평균 Ec/Io과 유사하다[단계(415)].  핑거 수신

기가 활성 파일럿 채널에 할당되지 않았으면,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는 활성 파일럿 채널의 필터링된 단
기간 평균 Ec/Io과 유사하다[단계(413)].

양호한 실시예에서,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는 활성 파일럿 강도보다 적어도 3dB 커야 한다.  이 이득은 
핸드오프가 활성 파일럿 채널보다 상당히 강한 신호를 갖는 인접 파일럿 채널로만 핸드오프가 이루어지며 
파일럿 채널 포착 동안 핸드오프 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장한다.  더우기, 보다 강한 인접 파일럿 채
널이 존재할 수 있을 때에도 활성 파일럿 채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선택을 제공한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이득이 3dB 이외의 값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고 인접 파일럿 강
도가 활성 파일럿 채널의 강도보다 적어도 3dB 이하이면, 핸드오프가 발생되지 않는다[단계(409)].  최고 
인접 파일럿 채널 강도가 활성 파일럿 채널의 강도보다 적어도 3dB 크면, 최고 인접 파일럿 채널 강도를 
갖는 인접 파일럿 채널로 핸드오프가 발생된다[단계(417)].

    발명의 효과

요약하면,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된 방법은 활성 파일럿 강도가 충분히 
셀 때마다 초기 검출 임계치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더우기 핑거 수신기를 사용하여 활성 파일럿 채널 및 
인접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신호 강도를 신뢰성있게 측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뢰성있게 파일럿 신호를 
포착한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 및 본 발명의 범위 및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
의 구성의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파일럿 채널을 포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초기 검출 임계치(EDT;early detection threshold)를 제1 값으로 설정하는 단계(301);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단계(305);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제1 임계치 미만인지를 판정하는 단계(307);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상기 제1 임계치 이상이면 상기 EDT를 제2 값으로 재설정하는 단
계(313);

인접 세트 내에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317);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을 스위핑
(sweeping)하는 단계(321) -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을 스위핑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의 특정 칩 오프셋에서의 상관을 수행하는 부단계(205),

     상기 특정 칩 오프셋의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의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부단계(207),

     상기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의 상기 파일럿 강도가 상기 EDT 미만인지를 판정하는 부단계(209), 
및

     상기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의 상기 파일럿 강도가 상기 EDT 미만이면 상기 특정 칩 오프셋의 상
관을 종료하는 부단계(213)을 포함함- ;

핑거 수신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에 할당하는 단계(500);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상기 파일럿 강도를 재결정하는 단계(401);

할당된 핑거 수신기를 갖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의 상기 파일럿 강도를 재결정하는 단계
(403); 및

할당된 핑거 수신기를 갖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의 상기 재결정된 파일럿 강도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상기 재결정된 파일럿 강도보다 크면, 할당된 핑거 수신기를 갖는 상기 적어도 하나
의 인접 파일럿 채널로 핸드오프하는 단계(417)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의 포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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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값은 상기 제1 값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의 포착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305)는,

상기 활성 파일럿의 단기간 평균 Ec/Io을 결정하는 부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의 

포착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칩 오프셋의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의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
(207)는,

상기 특정 칩 오프셋의 상기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의 상기 파일럿의 단기간 평균 Ec/Io을 결정하는 부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의 포착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핑거 수신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에 할당하는 상기 단계는, 이용가능
한 핑거 수신기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부단계(503); 및

만일 이용가능한 핑거 수신기가 존재하면, 상기 이용가능한 핑거 수신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
럿 채널에 할당하는 부단계(50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의 포착 방법.

청구항 6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파일럿 채널을 포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접 세트 내에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317);

만일 적어도 하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이 존재하면, 상기 인접 세트 내의 인접 파일럿 채널을 스위핑하고,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의 상기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부단계를 포함하는 단계(321);

파일럿 강도에 따라 핑거 수신기를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에 할당하는 단계(500);

할당된 핑거 수신기를 갖는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의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단계(403);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단계(401); 및

상기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보다 큰지를 결정하는 단계(413 또는 
415); 및

만일 상기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보다 크면, 상기 최고 인접 파
일럿 강도를 갖는 인접 파일럿 채널로 핸드오프하는 단계(417)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
널의 포착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상기 임계치보다 크면, 핑거 수신기를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에 
할당하는 단계(309); 및

핑거 수신기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에 할당되었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411)를 포함하되,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401)은 핑거 수신기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에 
할당될 때, 상기 활성 파일럿의 장기간 평균 Ec/Io을 결정하는 부단계를 포함하며,

할당된 핑거 수신기를 갖는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의 상기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
(403)은 최고 장기간 평균 Ec/Io을 결정하는 부단계를 포함하며,

만일 상기 최고의 인접 파일럿 강도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보다 크면, 상기 최고의 인접 
파일럿 강도를 갖는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로 핸드오프하는 상기 단계(417)는, 상기 최고 장기간 평균 
Ec/Io이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상기 장기간 평균 Ec/Io보다 큰 경우 상기 최고 장기간 평균 Ec/Io을 갖

는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로 핸드오프하는 부단계(41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의 포
착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만일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가 상기 임계치보다 크면, 핑거 수신기를 상기 활성 파일럿 채
널에 할당하는 단계(309); 및

핑거 수신기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에 할당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411)를 포함하되,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401)는, 핑거 수신기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에 
할당되지 않은 경우 상기 활성 파일럿의 필터링된 단기간 평균 Ec/Io을 결정하는 부단계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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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 핑거 수신기를 갖는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의 상기 최고의 인접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는 상기 단
계(403)는, 상기 최고 장기간 평균 Ec/Io을 결정하는 부단계를 포함하며,

만일 상기 최고 인접 파일럿 강도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강도보다 크면, 상기 최고 인접 파
일럿 강도를 갖는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로 핸드오프하는 상기 단계(417)는, 상기 최고 장기간 평균 Ec/Io

이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상기 필터링된 단기간 평균 Ec/Io보다 큰 경우 상기 최고 장기간 평균 Ec/Io을 

갖는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로 핸드오프하는 부단계(41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럿 채널의 
포착 방법.

청구항 9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파일럿 채널을 포착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100)에 있어서,

활성 파일럿 채널 및 복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을 스위핑하고,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 및 상기 인접 파일
럿 채널 각각의 단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 수신기(109);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 및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의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복수의 핑
거 수신기(107); 및

상기 단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에 따라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 및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에 상기 복수의 
핑거 수신기를 할당하고,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의 최고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며, 상기 최고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보다 큰지를 결정하며, 만
일 상기 최고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가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보다 크면 상
기 최고 장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를 갖는 상기 인접 파일럿 채널로 핸드오프하도록 결정하기 위한 논리 
및 제어 회로(11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 및 제어 회로(113)는 상기 활성 파이럿 채널의 단기간 평균 파일럿 강도가 임계치 미만인지를 
판정하며, 상기 활성 파일럿 채널의 단기간 평균 파이럿 강도가 상기 임계치 이상이면 초기 검출 임계치
(EDT)를 증가시키며,

상기 복수의 인접 파일럿 채널을 스위핑하는데 있어서 상기 탐색 수신기(109)는, 각각의 인접 파일럿 채
널에 대응하는 각각의 칩 오프셋에서의 상관을 수행하며, 각각의  칩 오프셋의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
의 파일럿 강도를 결정하며, 상기 초기 검출 상관 길이가 상기 EDT 미만인지를 판정하며, 상기 초기 검출 
상관 길이에서의 상기 파일럿 강도가 상기 EDT 미만인 경우 상기 상관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
선 통신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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