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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정해진 탐색 프레임동안 주동기코드를 탐색하고 각 프레임 값을 비교하여 최대값의 위치를 선택하는 주동기코드 탐

색모듈, 주동기코드로부터 부동기 코드의 복조를 위하여 필요한 위상을 추정하고 위의 최대값 위치와 추정된 위상 값

을 이용하여 수신신호와 부동기코드 구성용 코드의 제1 상관값을 획득하는 상관모듈, 제1 상관값을 이용해 결정변수

를 생성하고 최대값 위치를 기준으로 M 슬롯 각각의 결정변수를 크기순으로 저장하는 부동기코드 탐색모듈, 결정변

수 중에서 최대 변수값을 검출하고 이를 부동기코드 탐색모듈의 저장 값들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값들을 카운트한 후 

그 카운트한 값과 시스템 결정값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슬롯 동기와 그룹 획득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는 비교 및 판별 

모듈, 그룹 내 미드엠블 코드들과 수신신호와의 제2 상관값을 산출하고 제2 상관값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여 기지국

을 결정하는 기지국 결정모듈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동국이 기지국 탐색시 시스템에서 임계값 설정 없이 부동기코드를 탐색하고 오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후에 동기 유무를 판단하여 이동국이 슬롯 동기 및 그룹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주동기코드를 탐색하

고, 이동국이 슬롯 동기 및 그룹을 획득한 경우에는 미드엠블 코드를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수신 전력의 변화가 큰 무

선 채널 환경에서 기지국 탐색시간을 줄 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여 준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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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동기채널의 구조가 도시된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동기 채널을 구성하는 코드 구조의 실시예가 도시된 도면이다.

도 3은 종래 기술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 셀 탐색 방법이 도시된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기지국 탐색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

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방법이 도시된 순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및 그 방 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시스

템에서 임계값 설정 없이 초기 동기 획득을 위해 부동기코드를 탐색한 후에 확인 모드를 설정하여 초기 동기 획득 시

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시간분할 듀플렉스(Time Division Duplex, TDD) 방식은 하나의 주파수로 송신과 수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

다. 여기서, 시간분할 듀플렉스는 10msec 길이의 프레임을 15개의 시간 슬롯으로 나누어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시

간 분할 다중 액세스 기술을 이용하며,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 기술을 사용하는 IMT-2000용 무선 접속 규격의 하나이다.

이러한 시간분할 듀플렉스 방식은 각 슬롯별로 송수신의 방향을 유연하게 결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등의 비대

칭성을 갖는 데이터 서비스를 주파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동기채널의 구조가 도시된 도면이다.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은 이동국이 초기 동기 탐색을 위하여 기지국들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프레임에 동

기채널을 전송한다.

여기서, 도 1에 도시된 동기채널 구조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현재 규격으로 정해진 방식 중에 하나의 예로

서, 동기 채널은 주동기코드(Primary Synchronization Code, PSC)와 부동기 코드(Secondary Synchronization Co

de, SSC) 로 구별되어 있으며, 프레임당 정해진 2슬롯에 각각 256 코드 길이를 갖는 하나의 주동기코드와 3개의 부

동기 코드를 전송한다.

이때, 1프레임은 10㎳, 15 슬롯으로 구성되며, 주동기코드와 부동기 코드의 코드 전력은 각각 Pp, Ps이다.

도 2는 도 1의 동기 채널을 구성하는 코드 구조의 실시예가 도시된 도면이다.

도 2는 주동기코드(Cp)와 부동기 코드(Cs)의 코드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동기채널의 위치는 프레임당 2슬롯에 

동기 채널이 전송될 경우에 처음 동기 채널의 시작이 k 슬롯이라고 하면 그 위치는 {k, k+8, k+15, k+23} 슬롯이 된

다.

부동기 코드는 길이 256 하다마드(Hadamard) 시퀀스와 길이 8의 코드 A={1,1,1,1,1,1,-1,-1}과 B={1,-1,1,-1,1,-

1,-1,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길이 256 코드와의 곱으로부터 길이 256 코드마다 {±1, ±j}가 변조되어 구성된다.

부동기 코드는 일반화된 계층적 골레이 코드(Generalized Hierarchical Golay Code, GHG)를 사용하며, 코드의 구

성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A, B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표 1은 그룹과 슬롯에 따라 변조된 부동기 코드의 일례가 나타나 있다. 3개의 부동기 코드가 {±1, ±j}로 변조되어 

있으며, 도 1과 같이 프레임당 2번 전송되고, 2프레임마다 동일한 부동기 코드가 반복된다.

[표 1]

코드

그룹
코드

집합

프레임1 프레임2 t offse
t슬롯 k 슬롯 k+8 슬롯 k 슬롯 k+8

0 1 C 1 C 3 C 5 C 1 C 3 -C 5 -C 1 -C 3 C 5 -C 1 -C 3 -C 5 t 0

1 1 C -C 3 C 5 C 1 -C 3 -C 5 -C 1 C 3 C 5 -C 1 C 3 -C 5 t 1

2 1 jC 1 jC 3 C 5 JC 1 jC 3 -C 5 -jC 1 -jC 3 C 5 -jC 1 -jC 3 -C 5 t 2

3 1 jC 1 -jC 3 C 5 JC 1 -jC 3 -C 5 -jC 1 jC 3 C 5 - jC 1 jC 3 -C 5 t 3

4 1 jC 1 jC 5 C 3 JC 1 jC 5 -C 3 -jC 1 -jC 5 C 3 -jC 1 -jC 5 -C 3 t 4

5 1 jC 1 -jC 5 C 3 JC 1 -jC 5 -C 3 -jC 1 jC 5 C 3 -jC 1 jC 5 -C 3 t 5

6 1 jC 3 jC 5 C 1 JC 3 jC 5 -C 1 -jC 3 -jC 5 C 1 -jC 3 -jC 5 -C 1 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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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jC 3 -jC 5 C 1 JC 3 -jC 5 -C 1 -jC 3 jC 5 C 1 -jC 3 jC 5 -C 1 t 7

8 2 C 10 C 13 C 1 C 10 C 13 -C 14 -C 10 -C 13 C 14 -C 10 C 13 -C 14 t 8

9 2 C 10 -C 13 C 1 C 10 -C 13 -C 14 -C 1 0 C 13 C 14 -C 10 C 13 -C 14 t 9

10 2 jC 10 jC 13 C 14 jC 10 jC 13 -C 14 -jC 10 -jC 13 C 14 -jC 10 -jC 13 -C 14 t 10

11 2 jC 10 -jC 13 C 14 jC 10 -jC 13 -C 14 -jC 10 jC 13 C 14 -jC 10 jC 13 -C 14 t 11

12 2 jC 10 jC 14 C 13 jC 10 jC 14 -C 13 -jC 10 -jC 14 C 13 -jC 10 -jC 14 -C 13 t 12

13 2 jC 10 -jC 14 C 13 jC 10 -jC 14 -C 13 -jC 10 jC 14 C 13 -jC 10 jC 14 C 13 t 13

14 2 jC 13 jC 14 C 10 jC 13 jC 14 -C 10 -jC 13 -jC 14 C 10 -jC 13 -jC 14 -C 10 t 14

15 2 jC 13 -jC 14 C 10 jC 13 -jC 14 -C 10 -jC 13 jC 14 C 10 -jC 13 jC 14 -C 10 t 15

16 3 C 0 C 6 C 12 C 0 C 6 -C 12 -C 0 -C 6 C 12 -C 0 -C 6 -C 12 t 16

23 3 jC 6 -jC 12 C 0 jC 6 -jC 12 -C 0 -jC 6 jC 12 C 0 -jC 6 jC 12 -C 0 t 20

24 4 C 4 C 8 C 15 C 4 C 8 -C 15 -C 4 -C 8 C 15 -C 4 -C 8 -C 15 t 24

31 4 jC 8 -jC 15 C 4 JC 8 -jC 15 -C 4 -jC 8 jC 15 C 4 -jC 8 jC 15 -C 4 t 31

도 3은 종래 기술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 셀 탐색 방법이 도시된 순서도이다.

도 3에 나타나 있듯이, 이동국이 동기채널을 수신하면(S1), 이동국은 정합기를 사용하여 주동기코드를 탐색하여 그 

최대값의 위치를 검출한다.(S2)

그리고, 최대값의 위치가 시스템에서 이미 정해진 제1 임계값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S3) 최대값의 위치가 제1 임

계값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주동기코드를 탐색하게 되지만, 최대값의 위치가 제1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최대값의 위치를 동기채널의 위치로 결정한다.(S4)

이렇게 결정된 동기채널의 위치와 부동기코드를 이용하여 이동국이 자신이 속한 기지국의 그룹과 슬롯 경계, 프레임 

내의 동기채널의 위치와 같은 정보를 탐색한다.(S5)

이동국은 자신이 속한 그룹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져 있는 4개의 미드엠블 코드와 스크램블 코드를 알 수 있고(S

6), 이러한 4개의 미드엠블 코드를 탐색하여 최대 미드엠블 코드를 선택한 후에 최대의 미드엠블 코드가 시스템에서 

이미 정해진 제2 임계값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S7)

최대의 미드엠블 코드가 제2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동국은 자신이 속한 기지국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에서 선택된 미드엠블 코드로부터 스크램블 코드를 파악하여 스크램블 코드로부터 방송채널을 복조한다.(S8)

그런데, 최대의 미드엠블 코드가 제2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이동국은 자신이 속한 기지국 획득에 실패하였

다고 판단하고 주동기코드를 다시 탐색하게 된다.(S9)

이러한 이동국의 기지국 탐색 방식은 기지국에서 전송한 신호를 이동국이 수신할 때 채널 환경에 의하여 수신 신호의

크기 변화가 심하므로 주동기코드 탐색의 임계값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주동기코드 탐색의 임계값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동기 탐색의 임계값에 따라 폴즈 얼람(False a

larm)이나 불량 검출 확률이 증가하고, 셀 탐색시간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국이 기지국 탐색시 시스템에서 임계값 설정 

없이 부동기코드를 탐색한 후에 확인 모드를 통하여 동기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서 기지국 탐색시간을 줄 일 수 

있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의 

특징은, 기지국의 전송신호에 대한 수신신호와 발생되는 주동기코드를 이용하여 정해진 탐색 프레임동안 주동기코드

를 탐색하고, 상기 주동기코드로부터 각 프레임 값을 비교하여 최대값의 위치를 선택하는 주동기코드 탐색모듈; 상기

주동기코드 탐색모듈에서 탐색한 주동기코드로부터 부동기 코드의 복조를 위하여 필요한 위상을 추정한 후, 상기 추

정된 위상 값과 주동기코드 탐색모듈에서 선택한 최대값 위치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신호와 부동기코드 구성용 코드

의 상관을 취하여 제1 상관값을 획득하는 상관모듈; 상기 상관모듈의 제1 상관값을 이용해 결정변수를 생성하고, 상

기 최대값 위치를 기준으로 M 슬롯을 축적하여 M 슬롯 각각의 결정변수를 크기순으로 정해진 버퍼크기만큼 정렬하

여 저장하는 부동기코드 탐색모듈; 상기 부동기코드 탐색모듈의 결정변수 중에서 최대 변수값을 검출하고, 상기 최대

변수값과 상기 부동기코드 탐색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값들을 카운트한 후, 상기 카운트한 

값과 시스템에서 미리 정해진 시스템 결정값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슬롯 동기와 그룹 획득의 성공 여 부를 판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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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및 판별 모듈; 및 상기 비교 및 판별 모듈의 판별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그룹 내 미드엠블 코드들과 수신신호와

의 상관을 취하여 제2 상관값을 산출하고, 상기 제2 상관값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여 기지국을 결정하는 기지국 결

정모듈을 포함한다.

상기 기지국 결정모듈에서 기지국이 결정되면, 미드엠블에 따른 스크램블 코드를 탐색하여 방송채널을 복조하는 채

널복조모듈을 포함한다.

상기 주동기코드 탐색모듈은,

주동기코드를 발생시키는 주동기코드 발생부; 상기 주동기코드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주동기코드 값을 탐색 프레임동

안 로딩하고, 각 로딩된 주동기코드 값과 상기 수신신호를 정합하여 탐색 프레임 동안 일정 개수의 출력 값을 출력시

키는 정합부; 및 상기 정합부에서 출력되는 출력 값들을 비교하여 최대값 위치를 검출하는 제1 비교부를 포함한다.

상기 상관모듈은,

상기 주동기코드로부터 부동기 코드의 복조를 위한 위상을 추정하는 위상추정부; 부동기코드를 구성하는 확산코드를

발생하는 부동기코드 발생부; 및 상기 주동기코드 탐색모듈의 최대값 위치와 상기 상관모듈에서 추정된 위상 값을 이

용하여 상기 부동기코드 발생부의 확산코드와 수신신호의 상관을 취하여 제1 상관값을 검출하고 그 제1 상관값을 부

분 축적하는 제1 상관부를 포함한다.

상기 부동기코드 탐색모듈은,

상기 상관모듈의 상관값을 하다마드 변환 출력하는 하다마드 변환부; 이동국 이 속한 그룹 정보에 따라 변조된 부동

기코드가 저장된 코드셀 저장부; 상기 하다마드 변환부의 출력 값과 상기 코드셀 저장부의 변조된  부동기코드 값을 

연산하여 결정변수를 생성하는 연산부; 상기 주동기코드 탐색모듈에서 선택한 최대값 위치를 기준으로 탐색 프레임

당 동기 채널에 따라 결정되는 M 슬롯을 축적하는 축적부; 및 상기 축적부의 M 슬롯 각각의 결정 변수를 크기 순서대

로 정해진 버퍼 크기만큼 저장하는 비교 저장부를 포함한다.

상기 비교 및 판별 모듈은,

상기 부동기코드 탐색모듈에 의한 결정 변수 중에서 최대 변수값을 검출하는 검출부; 상기 부동기코드 탐색모듈에 저

장되어 있는 값과 상기 검출부의 최대 변수값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값들을 카운트하는 제2 비교부; 및 상기 제2 비교

부에서 카운트한 값과 시스템 결정값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슬롯 동기와 그룹 획득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부를 

포함한다.

상기 기지국 결정모듈은,

상기 비교 및 판별 모듈에서 슬롯 동기와 그룹의 획득이 성공한 경우에, 그룹 내 미드엠블 코드를 발생하는 미드엠블

코드 발생부; 상기 미드엠블코드 발생부에 의한 미드엠블 코드와 수신신호와의 상관을 취하여 제2 상관값을 출력하는

제2 상관부; 및 상기 상관부의 제2 상관값 중에서 최대값을 검출하여 이동국이 속한 기지국을 결정하는 최대값 검출

부를 포함한다.

상기 비교 및 판별 모듈은 슬롯 동기와 그룹의 획득이 실패한 경우에 상기 주동기코드 탐색모듈로 재탐색 수행명령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방법의 특징은, 이동국이 전원을 켜면 이동국

이 속한 기지국을 탐색하고, 정해진 탐색 프레임동안 주동기코드를 탐색하여 탐색 프레임 동안의 최대값의 위치를 선

택하는 제1 단계; 상기 제1 단계에서 선택한 제1 최대값의 위치로부터 M 슬롯을 추출하고, 이동국은 M 슬롯동안 부

동기코드를 탐색하여 축적한 후 슬롯당 크기 순서대로 정해진 버퍼크기만큼 정렬하여 저장하는 제2 단계; 상기 제2 

단계에서 축적된 부동기코드 값 중에서 최대 변수값의 위치를 선택하고, 상기 최대 변수값의 위치가 크기 순서대로 

정렬된 M 슬롯 내에 일치하는 위치를 카운트하는 제3 단계; 상기 제3 단계에서 카운트된 값과 시스템에서 이미 정해

진 시스템 결정값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슬롯 동기 및 그룹 획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제4 단계

에서 슬롯 동기 및 그룹 획득이 성공한 경우에, 부동기코드 탐색에 의해 정해진 그룹으로부터 미드엠블 코드 탐색하여

그 중에서 최대값을 검출함으로써 기지국을 결정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4 단계에서 슬롯 동기 및 그룹 획득이 실패한 경우에, 주동기코드의 재탐색을 수행하는 제6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제3 단계에서 카운트된 값이 시스템 결정값 이상인 경우에 슬롯 동기 및 그룹 획득이 성공하였

다고 판단하고, 상기 제3 단계에서 카운트된 값이 시스템 결정값 미만인 경우에 슬롯 동기 및 그룹 획득이 실패하였다

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5 단계는 상기 미드엠블 코드를 이용하여 스크램블 코드를 파악하고, 상기 스크램블 코드를 통해 방송채널을 

복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송채널을 복조하는 단계는,

상기 복조된 방송채널의 주기적 덧 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CRC)를 수행하여 오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단계에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동기코드 탐색을 재 수행하고, 상기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기지국 탐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탐색 종료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MT-2000 광대역 시간분할 듀플렉스 모드는 모든 기지국이 서로 다른 스크램블(Scramble) 코드를 사용한다. 이렇

게 기지국들이 서로 다른 스크램블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 이동국이 초기 동기를 획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광

대역 시간분할 듀플렉스 모드는 동기채널을 사용한다.

동기채널을 사용할 경우, 이동국은 동기 코드를 탐색하여 자신이 속한 기지국의 그룹과 슬롯 동기를 획득하여 그룹 

내의 미드엠블(Midamble) 코드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기지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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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기지국 탐색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

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시스템은, 주동기코드 탐색모듈(100), 위상추정부(200), 상관모듈

(300), 부동기코드 탐색모듈(400), 비교 및 판별 모듈(500), 기지국 결정모듈(700), 채널복조 모듈(800)을 포함한다.

주동기코드 탐색모듈(100)은 정해진 L개의 탐색 프레임동안 주동기코드를 탐색하고 주동기코드로부터 각 프레임 값

을 비교하여 최대값의 위치(P_max)를 선택하고, 위상추정부(200)는 주동기코드 탐색모듈(100)에 의한 주동기코드

로부터 {±1, ±j}로 변조되어 있는 부동기 코드의 복조를 위하여 필요한 위상을 추정한다.

그리고, 상관모듈(300)은 주동기코드 탐색모듈(100)의 최대값 위치(P_max)와 위상추정부(200)에서 추정된 위상 값

을 이용하여 수신신호와 부동기코드 구성용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제1 상관값을 획득한다.

또한, 부동기코드 탐색모듈(400)은 상관모듈(300)의 제1 상관값을 이용해 결정변수를 생성하고, 상기 최대값 위치(P

_max)를 기준으로 M 슬롯을 축적하여 M 슬롯 각각의 결정변수를 크기순으로 정해진 버퍼크기만큼 정렬하여 저장한

다.

비교 및 판별 모듈(500)은 부동기코드 탐색모듈(400)의 결정변수 중에서 최대 변수값(D_max)을 검출하고, 상기 최

대 변수값(D_max)과 부동기코드 탐색모듈 (400)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값들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값들을 카운트하

고, 판별부 (600)은 비교 및 판별 모듈(500)에서 카운트한 값과 시스템에서 미리 정해진 시스템 결정값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슬롯 동기와 그룹 획득의 성공 여부를 판별한다.

기지국 결정모듈(700)은 판별부(600)의 판별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그룹 내 미드엠블 코드들과 수신신호와의 상관을

취하여 제2 상관값을 산출하고, 상기 제2 상관값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여 기지국을 결정한다. 그리고, 채널복조 모

듈()은 기지국 결정모듈(700)에서 기지국이 결정되면 미드엠블에 따른 스크램블 코드를 탐 색하여 방송채널을 복조

한다.

주동기코드 탐색모듈(100)은 주동기코드를 발생시키는 주동기코드 발생부 (110)와, 주동기코드 발생부(110)에서 발

생되는 주동기코드 값을 탐색 프레임동안 모두 로딩하고, 각 로딩된 주동기코드 값과 상기 수신신호를 정합하여 L개

의 프레임 값을 출력시키는 정합부(120), 정합부(120)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값들을 비교하여 최대값 위치(P_max)를

검출하는 제1 비교부(130)를 포함한다.

이때, 최대값의 위치(P_max)는 예를 들어 프레임 당 2슬롯에 동기채널을 전송하고 2프레임(L=2)을 탐색한다면, 2프

레임 동안에 4개의 주동기코드가 존재하고, 주동기코드의 동기를 정확히 획득한 경우에 4개의 주동기코드의 위치 중

에 하나가 된다.

상관모듈(300)은 부동기코드를 구성하는 {A, B} 코드, 즉 확산코드를 발생하는 부동기코드 발생부(310), 및 제1 비

교부(130)의 최대값 위치(P_max)와 위상추정부(200)에서 추정된 위상 값을 이용하여 부동기코드 발생부(310)의 확

산코드와 수신신호와의 상관을 취하여 제1 상관값을 검출하고 그 제1 상관값을 부분 축적하는 제1 상관부(320)를 포

함한다.

부동기코드 탐색모듈(400)은 제1 상관부의 제1 상관값을 길이 16인 고속 하다마드 변환하여 16개의 출력값을 출력

하는 하다마드 변환부(410), 그룹과 슬롯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기코드가 이동국이 속한 그룹 정보에 따라

변조되어 저장된 코드셀 저장부(420), 하다마드 변환부(410)의 출력 값과 코드셀 저장부 (420)의 변조된 부동기코드

값을 곱셈 및 덧셈 연산하여 결정변수를 생성하는 연산부(430), 제1 비교부(130)의 최대값 위치(P_max)를 기준으로 

탐색 프레임 당 동기 채널에 따라 결정되는 M 슬롯을 축적하는 축적부(440), 및 축적부(440)의 M 슬롯 각각의 결정 

변수를 크기 순서대로 정해진 버퍼 크기만큼 B개 저장하는 비교 저장부(450)를 포함한다.

여기서, 비교 저장부(450)는 부동기코드를 탐색하기 위한 M개의 슬롯별로 결정변수들의 크기 순서대로 B개를 저장

해야 하므로 총 M×B 크기의 메모리로 설정할 수 있다.

표 1을 참고하면, 부동기코드는 12개 {C 0 , C 1 , C 3 , C 4 , C 5 , C 6 , C 8 , C 10 , C 12 , C 13 , C 14 , C 15 }

이다. 표 1에서 32 그룹, 4 슬롯은 각각 3개의 변조된 부동기코드를 갖는다. 위의 부동기코드 값들을 하다마드 변환부

(410)의 16개의 출력값과 곱셈 및 덧셈 연산하면 128개의 결정변수가 생성된다.

탐색 구간이 2 프레임이고, 프레임 당 동기채널이 2개 존재하는 경우에 M=4가 된다. 수신 신호가 임의의 위치로부터

수신되므로 L 탐색 프레임의 최대값 위치(P_max)로부터 동기채널의 위치는 M=4일 경우에 {0, 8, 15, 23} 또는 {0, 

7, 15, 22} 슬롯이다. 따라서, M 슬롯을 축적하는 축적부(440)에서 생성되는 결정변수는 128+128=256이 된다.

비교 및 판별 모듈(500)은 축적부(440)에 의한 결정 변수 중에서 최대 변수값(D_max)을 검출하는 검출부(510), 및 

비교 저장부(450)에 저장되어 있는 B개의 저장값과 검출부(510)의 최대 변수값(D_max)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값들

을 카운트하 는 제2 비교부(520)를 포함한다.

여기서, 판별부(600)은 M=4일 경우에 시스템 결정값이 {1, 2, 3, 4}의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제2 비교부(520)의 카

운트 값이 시스템 결정값 이상이면 슬롯 동기와 그룹 획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판별부(600)은 제2 비교부(520)의 카운트 값이 시스템 결정값 미만이면 슬롯 동기와 그룹 획득에 실패한 것

으로 판단하고, 주동기코드의 재탐색 수행명령을 주동기코드 탐색모듈(100)로 전송한다.

예를 들면, M 슬롯 축적 후 결정 변수 중에서 최대값 위치(P_max)로부터 {0, 8, 15, 23} 슬롯을 축적한 35가 최대값

을 가질 경우에 이를 그룹과 슬롯으로 변형하면 8그룹 3슬롯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M=4 슬롯이고 B=5이면, M 슬롯 각각의 저장값이 최대값 위치(P_max)로부터 {0, 8, 15, 23}일 경우에, M=

1일 때 B={18, 50, 48, 35, 70}, M=2일 때 B={112, 40, 110, 93, 43}, M=3일 때 B={35, 67, 88, 10, 50}, M=4일 

때 B={89, 15, 49, 150, 35}라고 한다.

M 슬롯을 축적했을 때의 최대값 35가 포함되어 있는 슬롯은 M=1, 3, 4가 된다. 따라서, 제2 비교부(520)의 카운트 

값은 3이 되고, 시스템 결정값이 2라고 하면, 카운트 값이 시스템 결정값보다 크므로 슬롯 동기 및 그룹을 획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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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한다.

기지국 결정모듈(700)은 판별부(600)에서 슬롯 동기와 그룹의 획득이 성공한 경우에 그룹 내 미드엠블 코드를 발생

하는 미드엠블 코드 발생부(710), 미드엠블 코드 발생부(710)에 의한 미드엠블 코드와 수신신호와의 상관을 취하여 

제2 상관값을 출력하는 제2 상관부(720), 제2 상관부(720)의 제2 상관값 중에서 최대값을 검출하여 이동국이 속한 

기지국을 결정하는 최대값 검출부(730)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32 그룹 128 기지국일 경우에는 그룹마다 4개의 기지국이 있으므로 그룹이 정해지면 제2 상관부(720)가 

4개의 미드엠블 코드의 상관을 취하고, 그 중에서 최대값 검출부(730)가 최대값을 선택하여 이동국이 속한 기지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동국이 미드엠블 코드 탐색을 하여 이동국이 속한 기지국을 결정한 경우, 채널복조 모듈(800)은 미드엠블 

코드에 따른 스크램블 코드를 알 수 있으므로 방송채널을 복조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의 동작을 첨

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방법이 도시된 순서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이동국이 전원을 켜면 자신이 속한 기지국 탐색을 시작한

다.(S11) 그리고, 이동국은 정해진 탐색 프레임(L 프레임) 동안 주동기코드 탐색모듈(100)을 통해 주동기코드 탐색을

수행한다.(S12)

이때, 주동기코드 탐색모듈(100)은 주동기코드의 탐색 구간 내에서 최대값의 위치(P_max)를 선택한다.(S13) 이동국

은 위상추정부(200)과 상관모듈(300)을 거쳐 부동기코드 탐색모듈(400)에서 주동기코드 탐색모듈(100)에서 선택한 

최대값의 위치로부터 부동기코드를 M 슬롯 동안 탐색하여 그 값들을 축적하고(S14), M 슬롯당 각각의 결정변수를 

크기순으로 정해진 버퍼크기 만큼 B개를 정렬하여 저장한다. (S15)

그리고, 비교 및 판별 모듈(500)은 부동기코드 탐색모듈(400)에 축적된 결정 변수 중에서 최대 변수값의 위치(D_ma

x)를 검출하고(S16), 최대 변수값의 위치가 크기 순서대로 정렬된 M 슬롯 내에 몇 개가 위치하는지를 카운트한다. (S

17)

그러면, 판별부(600)은 비교 및 판별 모듈(500)에서 카운트한 값이 시스템에서 이미 설정된 시스템 결정값 이상인지

를 판별한다.(S18) 판별부(600)의 판별결과가 카운트 값이 시스템 결정값 미만이면 다시 주동기코드 탐색부터 다시 

수행한다.

그러나, 판별부(600)의 판별결과가 카운트 값이 시스템 결정값 이상이면, 기지국 결정모듈(700)은 부동기코드 탐색

에 의하여 정해진 그룹으로부터 그룹 내의 미드엠블 코드를 탐색하여 최대값을 결정한다.(S19)

위의 단계에서 결정된 최대값 미드엠블 코드를 통해 스크램블 코드를 알 수 있으므로, 채널복조 모듈(800)은 스크램

블 코드를 이용해 방송채널을 복조한다. (S20)

이렇게 복조된 방송채널은 주기적 덧 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CRC)를 수행하여 CRC 오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S21) 이때, 이동국은 방송채널에서 CRC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시 주동기코드 탐색을 수행하지만, 

반대로 방송채 널에서 CRC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지국 탐색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지

국 탐색을 종료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는 주동기 코드를 이용해 획득한 동기 시작점으로부터부터 예상되는 동기코드채

널이 존재하는 시작점을 정해진 슬롯 수 만큼 누적하여 최대 값을 갖는 그룹 및 슬롯을 결정하고, 매 슬롯마다 그 출

력값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여 정해진 개수만큼만 저장한 후에 최대값을 갖는 그룹 및 슬롯과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저장된 값을 서로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 모드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는 

이동국이 초기 동기 획득과정에서 동기 채널을 탐색한 후에 확인 모드를 설정하여 이동국의 초기 동기 획득시간을 단

축시킨다.

상기 도면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본 발명의 예시적인 것으로서,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

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및 그 방법은 이동국이 기지국 탐색시 시스

템에서 임계값 설정 없이 부동기코드를 탐색하고 오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후에 동기 유무를 판단하여 이동국이 슬

롯 동기 및 그룹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주동기코드를 탐색하고, 이동국이 슬롯 동기 및 그룹을 획득한 경우

에는 미드엠블 코드를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수신 전력의 변화가 큰 무선 채널 환경에서 기지국 탐색시간을 줄 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지국의 전송신호에 대한 수신신호와 발생되는 주동기코드를 이용하여 정해진 탐색 프레임동안 주동기코드를 탐색

하고, 상기 주동기코드로부터 각 프레임 값을 비교하여 최대값의 위치를 선택하는 주동기코드 탐색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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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동기코드 탐색모듈에서 탐색한 주동기코드로부터 부동기 코드의 복조를 위하여 필요한 위상을 추정한 후, 상

기 추정된 위상 값과 주동기코드 탐색모듈에서 선택한 최대값 위치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신호와 부동기코드 구성용 

코드의 상관을 취하여 제1 상관값을 획득하는 상관모듈;

상기 상관모듈의 제1 상관값을 이용해 결정변수를 생성하고, 상기 최대값 위치를 기준으로 M 슬롯을 축적하여 M 슬

롯 각각의 결정변수를 크기순으로 정해진 버퍼크기만큼 정렬하여 저장하는 부동기코드 탐색모듈;

상기 부동기코드 탐색모듈의 결정변수 중에서 최대 변수값을 검출하고, 상기 최대 변수값과 상기 부동기코드 탐색모

듈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값들을 카운트한 후, 상기 카운트한 값과 시스템에서 미리 정해진 시

스템 결정값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슬롯 동기와 그룹 획득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는 비교 및 판별 모듈; 및

상기 비교 및 판별 모듈의 판별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그룹 내 미드엠블 코드들과 수신신호와의 상관을 취하여 제2 

상관값을 산출하고, 상기 제2 상관값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여 기지국을 결정하는 기지국 결정모듈

을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결정모듈에서 기지국이 결정되면, 미드엠블에 따른 스크램블 코드를 탐색하여 방송채널을 복조하는 채

널복조모듈을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동기코드 탐색모듈은,

주동기코드를 발생시키는 주동기코드 발생부;

상기 주동기코드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주동기코드 값을 탐색 프레임동안 로딩하고, 각 로딩된 주동기코드 값과 상기 

수신신호를 정합하여 탐색 프레임 동안 일정 개수의 출력 값을 출력시키는 정합부; 및

상기 정합부에서 출력되는 출력 값들을 비교하여 최대값 위치를 검출하는 제1 비교부

를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모듈은,

상기 주동기코드로부터 부동기 코드의 복조를 위한 위상을 추정하는 위상추 정부;

부동기코드를 구성하는 확산코드를 발생하는 부동기코드 발생부; 및

상기 주동기코드 탐색모듈의 최대값 위치와 상기 상관모듈에서 추정된 위상 값을 이용하여 상기 부동기코드 발생부

의 확산코드와 수신신호의 상관을 취하여 제1 상관값을 검출하고 그 제1 상관값을 부분 축적하는 제1 상관부

를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기코드 탐색모듈은,

상기 상관모듈의 상관값을 하다마드 변환 출력하는 하다마드 변환부;

이동국이 속한 그룹 정보에 따라 변조된 부동기코드가 저장된 코드셀 저장부;

상기 하다마드 변환부의 출력 값과 상기 코드셀 저장부의 변조된 부동기코드 값을 연산하여 결정변수를 생성하는 연

산부;

상기 주동기코드 탐색모듈에서 선택한 최대값 위치를 기준으로 탐색 프레임당 동기 채널에 따라 결정되는 M 슬롯을 

축적하는 축적부; 및

상기 축적부의 M 슬롯 각각의 결정 변수를 크기 순서대로 정해진 버퍼 크기만큼 저장하는 비교 저장부

를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및 판별 모듈은,

상기 부동기코드 탐색모듈에 의한 결정 변수 중에서 최대 변수값을 검출하는 검출부;

상기 부동기코드 탐색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상기 검출부의 최대 변수값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값들을 카운트하

는 제2 비교부; 및

상기 제2 비교부에서 카운트한 값과 시스템 결정값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슬롯 동기와 그룹 획득의 성공 여부를 판별

하는 판별부

를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결정모듈은,

상기 비교 및 판별 모듈에서 슬롯 동기와 그룹의 획득이 성공한 경우에, 그룹 내 미드엠블 코드를 발생하는 미드엠블

코드 발생부;

상기 미드엠블코드 발생부에 의한 미드엠블 코드와 수신신호와의 상관을 취하여 제2 상관값을 출력하는 제2 상관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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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관부의 제2 상관값 중에서 최대값을 검출하여 이동국이 속한 기지국을 결정하는 최대값 검출부

를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및 판별 모듈은 슬롯 동기와 그룹의 획득이 실패한 경우에 상기 주동기코드 탐색모듈로 재탐색 수행명령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시스템.

청구항 9.
이동국이 전원을 켜면 이동국이 속한 기지국을 탐색하고, 정해진 탐색 프레임동안 주동기코드를 탐색하여 탐색 프레

임 동안의 최대값의 위치를 선택하는 제1 단계;

상기 제1 단계에서 선택한 제1 최대값의 위치로부터 M 슬롯을 추출하고, 이동국은 M 슬롯동안 부동기코드를 탐색하

여 축적한 후 슬롯당 크기 순서대로 정해진 버퍼크기만큼 정렬하여 저장하는 제2 단계;

상기 제2 단계에서 축적된 부동기코드 값 중에서 최대 변수값의 위치를 선택하고, 상기 최대 변수값의 위치가 크기 

순서대로 정렬된 M 슬롯 내에 일치하는 위치를 카운트하는 제3 단계;

상기 제3 단계에서 카운트된 값과 시스템에서 이미 정해진 시스템 결정값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슬롯 동기 및 그룹 획

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제4 단계에서 슬롯 동기 및 그룹 획득이 성공한 경우에, 부동기코드 탐색에 의해 정해진 그룹으로부터 미드엠블

코드 탐색하여 그 중에서 최대값을 검출함으로써 기지국을 결정하는 제5 단계

를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에서 슬롯 동기 및 그룹 획득이 실패한 경우에, 주동기코드의 재탐색을 수행하는 제6 단계를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제3 단계에서 카운트된 값이 시스템 결정값 이상인 경우에 슬롯 동기 및 그룹 획득이 성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상기 제3 단계에서 카운트된 값이 시스템 결정값 미만인 경우에 슬롯 동기 및 그룹 획득이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5 단계는,

상기 미드엠블 코드를 이용하여 스크램블 코드를 파악하고, 상기 스크램블 코드를 통해 방송채널을 복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채널을 복조하는 단계는,

상기 복조된 방송채널의 주기적 덧 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CRC)를 수행하여 오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단계에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동기코드 탐색을 재 수행하고, 상기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기지국 

탐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탐색 종료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간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셀 탐색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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