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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신 시스템에서 중계기와 기지국간의 허용가능한 전파지연을 결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일 실시형태에서,

중계기와 기지국간의 허용가능한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결정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시

간이 결정된다. 광섬유 케이블의 최대 지연값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또한, 그 후에 광섬유

케이블 길이에 대한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의 비율값이 결정된다. 그 후,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가능한 길이는 광섬유 케이

블의 최대 지연값 및 비율값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대표도

도 12

색인어

광섬유 케이블, 검색 윈도우, 최대 지연값

명세서

관련 출원에 대한 상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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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허 출원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고, 2003년 5월 12일자로 출원되었으며 발명의 명칭이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Use in a Communication System)" 인 가출원 제 60/469,975

호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여기에서 참조로서 명확하게 통합된다.

배경 기술

Ⅰ. 발명의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하나 이상의 중계기를 가지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

이다.

Ⅱ. 관련기술의 설명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 또는 사용자 단말기는 기지국을 둘러싸거나 기지국에 인접한 소정의 지리적 영역 내에서 통

신 링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정된 위치의 기지국 (또한, 셀 사이트 또는 셀이라고 함) 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커

버리지를 제공함을 돕기 위해, 각각의 셀은 복수의 섹터로 종종 세분되는데, 각각의 섹터는 보다 작은 서비스 영역 또는 지

리적 영역에 대응한다. 기지국의 네트워크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확장된 커버리지 영역에 제공한다. 다양한 지리적 및 경제

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지국의 네트워크는 소망하는 커버리지 영역 내의 일부 영역에서 적절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는다. 커버리지 영역 내의 이러한 "갭 (gap)" 또는 "홀 (hole)" 은 중계기의 이용으로 채워진다.

일반적으로, 중계기는 고이득 양-방향성 (bi-directional) 증폭기이다. 중계기는 통신 장치 및 기지국으로/으로부터 신호

를 수신, 증폭 및 재송신한다. 이러한 중계기는 기지국에 의해 이전에 지원되지 않았던 커버리지 홀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또한, 중계기는 커버리지 영역의 위치를 시프팅 (shifting) 시키거나 커버리지 영역의 모양을 변화시킴으로

써 섹터의 커버리지 영역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중계기는 무선통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계기와 기지국간의 전파 지연은 일부 통신 시스템에서 동기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발명의 개요

여기에 개시된 실시형태는 중계기와 기지국간의 통신 링크의 허용가능한 지연을 결정하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전술한 문

제점을 해결한다. 일 양태에서,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여기에서 원격국은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며, 이러한 방법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시간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물리적 링크의 최대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물리적 링크의 최대 지연값 및 비율값에 기초하여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의 길

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는,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의해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물리적 링크의 최대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는, 기지국으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중계기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

하는 단계,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내부 지연값 및 제 1 및 제 2 전파지연

값에 기초하여 물리적 링크의 최대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물리적 링크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단

계는, 제 1 전파 지연값에서 제 2 전파 지연값 및 내부 지연값을 감산 (減算) 하여 제 1 가산 (加算) 값을 획득하는 단계, 제

1 가산값에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가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는 단계 및 제 2 가산값을 비율값으로

제산 (除算) 하여 물리적 링크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원격국은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

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며, 이러한 방법은,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 물리적 링크의 길이에 대한 물

리적 링크 지연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단계, 기지국으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기지국으로

부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기지국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 비율값, 내부 지연값 및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는,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에 비율값을 승산 (乘算) 하여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획득

하는 단계, 물리적 링크 지연값에 제 2 전파지연값 및 내부 지연값을 가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는 단계, 제 1 가산값

에서 제 1 전파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는 단계 및 제 2 가산값을 2배로 하여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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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양태에서,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치가 제공되는데, 원격국은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

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며, 이러한 장치는, 기지국으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지연값인 제 2 전파지연값에서 중계기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지연값인 제 1 전파지연값 및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감산하고,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가

산하여 가산값을 획득하도록 구성된 가산 유닛 및 가산값을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의 지연값의 비율값으로

제산하도록 구성된 제 1 제산 유닛을 구비한다. 이러한 장치는 가산 유닛에 결합되고,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제

산하여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획득하도록 구성된 제 2 제산 유닛을 더 구비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치가 제공되는데, 원격국은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

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며, 이러한 장치는,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에 소망하는 물리적 링

크의 길이를 승산하여 승산값을 획득하도록 구성된 제 1 승산 유닛 및 제 1 승산값에 중계기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지연값

인 제 1 전파 지연값 및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가산하고, 기지국으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지연값인 제 2 전파지연값을 감

산하여 가산값을 획득하도록 구성된 가산 유닛을 구비한다. 이러한 장치는 가산값을 2배로 만들도록 구성된 제 2 승산 유

닛을 더 구비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 통신 시스템을 위한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저장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가 제공되는데, 원격국은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되는 중계기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며,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는, 소망하는 검색 윈

도우 사이즈의 시간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물리적 링크의 최대 지

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

한 코드 및 물리적 링크의 최대 지연값 및 비율값에 기초하여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통신 시스템을 위한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저장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가 제공되는데, 원격국은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되는 중계기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며,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는,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의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기지국으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중계기로부터 원격국

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및 소

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 비율값, 내부 지연값 및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원격국은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

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여, 이러한 방법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시간을 결정하는 단계,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

값을 결정하는 단계,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 및 허용가능 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 및 비율값에 기초하여, 물리

적 링크의 길이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치가 제공되는데, 원격국은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

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며, 이러한 장치는, 기지국으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 지연값, 중계기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 및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저장 매체 및 저장 매체에

결합되어,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 내부 지연값 및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소망

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전술한 실시형태에서, 물리적 링크는 광섬유 케이블을 구비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다양한 실시형태를 이하의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동일한 도면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1 은 중계기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예를 도시한다.

도 2 는 중계기의 예를 도시한다.

도 3 은 PN 짧은 코드 스페이스의 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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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는 전파 지연으로 인한 기지국과 원격국 간의 타이밍 오프셋을 도시한다.

도 5 는 PN 오프셋을 가지는 기지국의 3 섹터를 도시한다.

도 6 은 전파 지연으로 인한 원격국의 시스템 시간의 상대적인 타이밍을 도시한다.

도 7-9 는 중계기 및 인접한 섹터가 동일한 PN 오프셋을 방송하는 경우, 원격국의 상대적인 타이밍을 도시한다.

도 10 및 11 은 중계기 및 인접한 섹터가 상이한 PN 오프셋을 방송하는 경우, 원격국의 상대적인 타이밍을 도시한다.

도 12 는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가능한 물리적 길이 및/또는 충분한 물리적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예시적인 장치를 도시한

다.

도 13 은 소망하는 광섬유 케이블의 물리적 길이에 대해 동작가능한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예시적인 장치를

도시한다.

도 14 는 허용가능한 광섬유 케이블의 물리적 길이 및/또는 충분한 광섬유 케이블의 물리적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예시적

인 방법을 도시한다.

도 15 는 소망하는 광섬유 케이블의 물리적 길이에 대해 동작가능한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다.

도 16 은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시적인 장치를

도시한다.

도 17 은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다.

상세한 설명

통신 시스템 내에서 중계기와 기지국간에 허용될 수 있는 전파 지연의 양과 검색 윈도우 사이즈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실시

형태들이 개시된다. 일 실시형태에서 검색 윈도우 사이즈와 광섬유 링크와 같은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배속되

는 중계기간에 허용될 수 있는 전파 지연량간의 관계가 결정된다. 이하의 설명에서, 실시형태들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한다. 그러나, 당업자는 이러한 실시형태들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실시할 수도 있다. 예컨대,

회로는 불필요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실시형태들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블록도로 도시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에서, 공지

의 회로, 구성 및 기술은 실시형태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될 수도 있다.

실시형태들은 흐름 차트, 흐름도, 구성도, 또는 블록도와 같이 도시되는 프로세스로서 설명될 수도 있다. 흐름 차트가 일련

의 프로세스로서 동작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동작들은 병렬 또는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동작의 순서

는 재배치될 수도 있다. 그 동작이 완료되었을 때 프로세스는 종료한다. 프로세스는 방법, 함수, 절차, 서브루틴

(subroutine), 서브프로그램 (subprogram) 등에 대응할 수도 있다. 프로세스가 함수에 대응하는 경우, 그 종료는 호출 함

수 또는 메인 함수로의 함수의 리턴에 대응한다.

또한, "중계기" 라는 단어는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거나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지 않고 무선 신호를 수신, 증폭 및 재송신

하는 시스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예컨대, 코드분할 다중액세스 (CDMA) 기지국은 CDMA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하여 사

용자 정보를 추출한다. 그 후, CDMA 기지국은 추출된 사용자 정보로 또 다른 신호를 송신한다. CDMA 기지국은 다른 신

호를 송신하기 위하여 상이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다.

Ⅰ. 예시적인 동작환경

도 1 은 때로는 기지국 제어기 (BSC) 라 하는 하나 이상의 제어국 (102) 및 때로는 기지국 송수신 시스템 (BTS) 이라 하는

복수의 기지국 (104A-104C) 을 이용하는 무선통신 네트워크 (이하 "네트워크" 라 함) (100) 의 예를 도시한다. 기지국

(104A-104C) 은 기지국 (104A-104C) 의 서비스 영역 (108A-108C) 내에 존재하는 무선통신 장치 또는 원격국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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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한다. 이러한 예에서, 기지국 (104A) 은 서비스 영역 (108A) 내의 원격국 (106A) 과 통신하고, 기지국 (104B) 은 서

비스 영역 (108B) 내의 원격국 (106B) 과 통신하며, 기지국 (104C) 은 서비스 영역 (108C) 내의 원격국 (106C) 과 통신한

다.

기지국은 정보를 무선신호의 형태로 순방향 링크 또는 순방향 링크 통신 채널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에 송신하며, 원격국은

정보를 역방향 링크 또는 역방향 링크 통신채널을 통하여 송신한다. 도 1 이 3 개의 기지국 (104A-104C) 을 나타낸다 할

지라도, 공지된 바와 같이 다른 개수의 이러한 구성요소가 소망하는 통신용량 및 지리적 범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고정된 기지국을 설명하였지만, 몇몇 애플리케이션에서 운반가능한 기지국 및/또는 열차, 바지 (barge)

또는 트럭 등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이들과 같은 이동가능한 플랫폼 상에 위치한 기지국이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도 있다.

제어국 (102) 은 다른 제어국, 네트워크 (100) 용의 중앙 시스템 제어국 (미도시), 또는 공중전화 교환망 (PSTN) 또는 인

터넷과 같은 다른 통신 시스템에 접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격국 (106) 에서의 시스템 사용자는 네트워크 (100) 를 이용

한 다른 통신 포탈 (portal) 으로의 접속을 제공받는다.

원격국 (106A-106C) 각각은 셀룰라 전화, 무선 핸드셋, 데이터 송수신기, 또는 페이징 또는 위치결정 수신기에 한정되지

는 않지만 이와 같은 무선통신 장비 (WCD) 또는 장치를 가지거나 구비한다. 또한, 이러한 원격국은 필요에 따라, 휴대할

수 있으며, 탑재된 차량 (차, 트럭, 보트, 열차 및 비행기) 에서처럼 운반가능하거나 고정될 수 있다. 도 1 에서, 원격국

(106A) 은 운반가능한 차량 탑재된 전화 또는 WCD 이고, 원격국 (106B) 은 휴대용 장치이며, 원격국 (106C) 은 고정된

장비이다.

또한, 실시형태들의 교시는 데이터 및/또는 음성 트래픽을 전달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고, 예컨대, 정보, 명령, 또는 오디오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케이블 또는 다른 공지된 무선 링크 또는 접속을 이용하여 다른 장비와 통신할 수도 있는 하나 이

상의 데이터 모듈 또는 모뎀과 같은 무선 장비에 적용할 수 있다. 명령은, 모뎀 또는 모듈이 소정의 동등 (coordinated) 또

는 관련된 방식으로 복수의 통신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무선통신 장비를 선호도

에 따라 몇몇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기, 이동국, 모바일 유닛, 가입자 유닛, 모바일 라디오 또는 무선 전화기, 무선 유

닛, 또는 단순히 '사용자', '폰', '단말기' 또는 '모바일' 이라 한다.

본 예시적인 실시형태에서, 원격국 (106A-106C) 및 기지국 (104A-104C) 은 CDMA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100) 내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무선통신에 관여한다. 따라서, (원격국으로의) 순방향 링크 및 (원격국으로부터의) 역방향

링크를 통해 송신된 신호는 CDMA 송신 표준에 따라 인코딩, 확산 및 채널화된 신호들을 전달한다.

또한, 각각의 기지국 (104) 은 각각의 서비스 영역 (108 (108A-108C)) 을 가지는데 이러한 서비스 영역은, 원격국 (106)

이 기지국과 효과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지점의 지리적 궤적 범위로서 일반적으로 도시될 수 있다.

기지국의 서비스 영역은 편의를 위해 도 1 에서 일반적으로 원 또는 타원형으로서 도시된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소스로부터의 로컬 토포그래피, 장애물 (건물, 언덕 등), 신호 강도 및 간섭이 소정의 기지국에 의해 서비스되는 영역의 형

태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복수의 커버리지 영역 (108 (108A-108C)) 은 대규모 영역 또는 지역에 걸쳐 지속적인 커버

리지 또는 통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어도 약간은 중첩된다. 즉, 효과적인 이동전화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다수의 기지국이 서비스 영역에 중첩되어 사용된다.

도 1 에 도시한 통신 네트워크 커버리지의 일 양태는 종종 홀이라 하는 커버되지 않은 영역 (130) 또는 단지 네트워크

(100) 외부의 보통의 커버리지 영역인 커버되지 않은 영역 (132) 의 존재이다. 커버리지의 "홀" 의 경우에 있어서, 기지국

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는 커버된 영역에 적어도 인접하거나 둘러싸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기지국은 104A-

104C 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커버리지가 영역 (130 또는 132) 에서 이용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예컨대, 기지국 (104A-104C) 의 비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배치는 그 신호가 확실하게 도달하거나 영역 (130 또는 132)

을 커버하는 것을 단지 허용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종종 중심도시의 종주지형 (corridor) 또는

키 큰 나무, 삼림 등과 같은 식물에서 형성되는 산 또는 언덕과 같은 위상기하학적인 지형, 고층건물 또는 도시의 협곡과

같은 인공 구조물 각각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신호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의 일부는 일시적이며,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 시스템 설치, 계획 및 사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이한 형태의 영역을 커버하거나 차단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몇 개의 중계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쉬울 수도 있다. 도 1 에서, 하나 이상의 중계기 (120 (120A, 120B)) 는 원격국 (106 (106D 및 106E)) 및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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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4A)) 양자로부터 송신을 수신하고, 둘 사이에서 중계로서의 기능을 하며, 본질적으로 "벤트 파이프 (bent pipe)"

통신 경로로서 동작한다. 중계기 (120) 를 사용하면, 기지국 (104) 의 효과적인 범위는 서비스 영역 (130 및 132) 을 커버

하도록 확장된다.

몇몇 중계기 (120) 는 기지국 (104) 과 무선으로 통신하고, 몇몇 중계기 (120) 는 기지국 (104) 과 동축 링크 또는 광섬유

링크와 같은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통신할 수도 있다. 도 2 는 중계기 (200) 의 간략화된 블록도를 도시한다. 보다 통상

적인 상업적 중계기는 잡음, 대역외 방출을 제어하고 이득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필터링 및 제어 부재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구성요소를 구비할 수도 있다.

중계기 (200) 는 기지국으로/으로부터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하기 위한 도너 (donor) 안테나 (202), 듀플렉서 (204), 도너

(donor) 안테나 (202) 에서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증폭기 (206), 제 2 듀플렉서 (208) 및 중계기 (200) 의 안테나

(202) 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송신 (또는 중계) 하기 위한 서버 또는 커버리지 안테나 (212) 를 구비한다. 또한, 제 2 증폭

기 (216) 가 포함되는데, 이는 서버 안테나 (206) 에서 수신된 역방향 링크 신호를 증폭하고 증폭된 신호를 도너 안테나

(202) 에 제공한다.

2 개의 듀플렉서 (204, 208) 는 중계기 (200) 의 다른 프로세싱 체인 (chain) 에 들어가지 않도록 2 개 사이에서 필요한 격

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 신호 (주파수) 를 분리하거나 분할하는데 이용된다. 즉, 송신이 수신기

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는다. 수신기 또는 수신기 듀플렉서 (204) 는 도너 안테나 (202) 라 하는

안테나에 결합되는데, 기지국과 같은 다른 소스로부터 "공여된" 신호를 수신하므로 도너 셀이라고도 한다. 도너 셀은 셀 내

의 섹터에서 더욱 통상적이다. 송신 상 또는 중계기 프로세싱의 출력 외부상의 듀플렉서 (208) 에 결합된 안테나를 서버 또

는 커버리지 안테나 (212) 라 한다.

Ⅱ. PN 오프셋

IS-95 및 CDMA 2000 기반 네트워크에서, 기지국 (104) 은 공통 시간 베이스에 동기화된다. 각 섹터의 순방향 링크 신호

는 그 길이가 215 칩인 의사랜덤 잡음 (PN) 으로 커버된다. 짧은 코드로 알려진 PN 코드는 시스템 시간에 상대적으로 시

간동기화되는데, 각 섹터는 시스템 시간에 상대적으로 상이한 시간 오프셋을 가진 동일한 짧은 코드를 방송한다. 시간 오

프셋은 네트워크 내의 섹터들을 식별하고 구분하기 위하여 원격국 (106) 에 의해 사용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일럿 신호

(왈시 코드 제로) 는 원격국 (106) 에 의해 검색되는 목표인 코드 채널인데, 원격국은 네트워크를 이동하며 이웃 섹터를 검

색한다.

도 3 은 예시적인 PN 짧은 코드 스페이스를 나타낸다. 원은 자체적으로 26.667 ms 마다 반복하는 32,768 칩의 짧은 코드

를 나타낸다. 기지국 섹터를 위한 유효한 시간 오프셋은 모듈로 (modulo) 64 칩이다. 따라서, 섹터에 대한 가능한 지연 할

당의 세트 내에서 512 PN 오프셋이 존재한다.

Ⅲ. 검색 윈도우

원격 기지국 레이크 수신기 내의 검색 함수 (searchr function) 는 다중경로 신호 및 이웃 섹터를 지속적으로 검색한다. 트

래픽 및 아이들 (Idle) 상태동안 원격국에 송신되는 이웃 리스트는 이웃 검색을 제어한다. 일반적으로, 이웃 리스트는 PN

코드 시간 오프셋의 리스트를 포함하는데, 원격국 내의 검색함수가 이를 검색한다. 레이크 수신기 내의 상관기는 리스트

내의 소정의 상이한 시간 오프셋을 검색한다. 이러한 검색은 칩 기간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각 칩 오프셋에서의 상

관을 검색한다. 이러한 칩기간은 검색 윈도우로 알려져 있다.

상관 에너지가 이러한 기간 내에서 검출된다면, 소정의 시간 지연에서의 수신된 파일럿 에너지의 상관이 발생한다. 원격국

내에 3 개의 상이한 검색 윈도우가 존재한다.

액티브 세트에서 파일럿에 이용되는 검색 윈도우 (SRCH_WIN_A)

이웃 세트에서 파일럿에 이용되는 검색 윈도우 (SRCH_WIN_N)

잔여 세트에서 파일럿에 이용되는 검색 윈도우 (SRCH_WIN_R)

이러한 검색 윈도우의 사이즈는 아이들 상태동안 오버헤드 메시지를 이용하여 원격국에 전송된다. 테이블 1 은 이러한 검

색 윈도우에 대한 사이즈 범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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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1. 검색 윈도우 사이즈

이하의 실시형태는 주로 액티브 세트 및 이웃 세트 검색에 관련된다. 잔여 세트 검색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IS-95 표준은 만일 원격국이 13 이상의 액티브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수신한다면, 원격국이 13 의

값을 저장 및 이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것이 모든 원격국 벤더 (vendor) 에 대하여 엄격한 사양은 아니라고 할지

라도, 이러한 조건은 액티브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226 칩으로 효과적으로 제한한다. 40 내지 80 칩 범위의 액티브 검색

윈도우 사이즈가 통상적이다.

Ⅳ. 기지국에 대한 원격국 타이밍

원격국의 타이밍 센스는 서비스 영역 주위를 이동함에 따라 변한다. 각각의 원격국은 통신중에 있는 섹터 또는 섹터들의

가장 이른 도달 다중경로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그 자신의 시스템 시간의 내부 센스를 확립한다. 그러나, 전파 지연으로 인

하여, 시스템 시간의 이러한 센스는 섹터 안테나와 원격국 안테나 사이의 전파 지연에 기초하여 변한다.

도 4 는 전파지연에 기인한 기지국과 원격국 사이의 타이밍 오프셋을 도시한다. 일방향 지연은 신호가 기지국 안테나로부

터 원격국 안테나로 전파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칩의 관점에서 이러한 지연은 대략 4 칩/km 이다.

예컨대, 원격국은 PN 오프셋 1 또는 PN1, PN 오프셋 2 또는 PN2 및 PN 오프셋 3 또는 PN3 을 방송하는 섹터를 가지는

서비스 영역의 에지로 이동한 것으로 가정한다. 도 5 는 PN 오프셋 PN1, PN2 및 PN3 를 가지는 기지국의 3 개의 섹터를

도시한다. 기지국 안테나와 커버리지의 에지에서의 원격국 위치 사이의 시간 지연을 1 이라 한다. 따라서, 시스템 시간

의 원격국 센스는 오프셋 1 초만큼 지연된다.

도 6 은 시스템 시간 (기지국 안테나에서 참조됨) 이 PN1 이라고 표기된 수직선에 의해 표시된 PN1 을 가지는 상대적인

타이밍을 도시한다. 이러한 원격국은 1 초 만큼 지연된 PN1 을 수신한다. 이것은 원격국이 그 내부 시스템 클럭을 확립

하는 기준이 된다. 도 6 은 원격국의 시스템 시간이 진정한 (기지국) 시스템 시간으로부터 지연 1 만큼 지연되는 것을 도

시한다. 원격국 액티브 세트 검색 윈도우는 원격국의 PN1 센스에 집중된다. 원격국은 PN 스페이스 내의 선택된 위치에서

검색 윈도우에 집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격국은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 또는 WA/2 만큼 미리 및 후에 검색한다.

Ⅴ. CDMA 네트워크에서의 중계기

이하, 중계기의 영향을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가 기지국과의 무선통신하는 중계기에 적용가능할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설

명을 위해, 본 실시형태는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과 통신하는 중계기를 참조로 하여 설명된다. 특히, 광섬유 링크

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가 예시로서 사용된다.

또한, 두가지 경우를 분석한다. 제 1 경우에 있어서, 기지국 커버리지 영역과 동일한 섹터 내에 있는 중계기의 커버리지 영

역 사이에서 전환하는 동안의 원격국 동작이 고려된다. 이러한 경우에, 동일한 소스를 가지는 PN 오프셋은 기지국 섹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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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영역과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 양자에서 동일하다. 제 2 경우에 있어서, 기지국 커버리지 영역과, 상이한 섹터에 존

재하는 중계기의 커버리지 영역 사이에서 전환하는 동안의 원격국 동작이 고려된다. 이러한 경우는 기지국의 PN 오프셋이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으로 방송되는 PN 오프셋과 상이한 상황을 분석한다.

A. 제 1 경우 : 중계기 & 인접한 섹터가 동일한 PN 오프셋 방송

일반적으로 PN 오프셋은 동등하므로, 기지국 섹터에 대한 임의의 PN 오프셋은 대부분의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또한, 중계기 및 인접한 섹터는 PN 오프셋 1 을 방송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도 7 은 제 1 경우에 대해 분석되는 예시

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중계기는 PN1 을 방송하는 섹터에 부착된다. 섹터 반경은 1 초의 지연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다. Z1 은 PN1 이 가지는 커버리지이다. 중계기의 커버리지 영역 ZR 은 영역 Z1 에 인접하다. 중계기와 중계기 커버리지

에지 사이의 전파 지연은 Z 초의 값을 가진다.

중계기 자체는 주로 중계기 내에서 사용되는 필터 구성요소의 결과와 관련한 약간의 지연을 가진다. 몇몇 중계기는 특히

채널화를 위한 소 필터 (saw filter) 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한 지연을 가질 수도 있다. 다른 중계기는 상당한 지연을 포함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능한 일반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중계기는 R 의 지연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마지막으로,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에 의해 생성된 지연을 설명한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한 전파속도는 자유공간 전파의 전

파속도보다 작다. 일반적으로, 전파속도의 저하는 광섬유 재질의 굴절률 및 전파모드의 함수이다. 설명을 목적으로, 광섬

유 길이에 대한 광섬유지연율을 상수 라고 가정한다. 의 단위는 킬로미터당 초이다. 는 굴절률에 비례하므로, 통

상적인 값은 1.45 내지 1.47 의 범위에 존재한다. 따라서, 광섬유 내에서의 전파속도는 자유공간 전파속도의 대략 2/3 이

다. 를 규정한다면, 광섬유 지연, FD 는 이하와 같이 광섬유 길이, X 및 상수 와 관련된다.

(식 1)

여기에서,

FD = 초 단위의 광섬유 링크를 통한 지연

= 광섬유 길이에 대한 광섬유 지연율

X = 광섬유 케이블의 물리적 길이이다.

원격국이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 ZR 로부터 섹터 커버리지 영역 Z1 으로 이동하는 이벤트를 고려한다. 우선, 중계기 커버리

지 영역 ZR 을 이탈하기 직전에 원격국에 도달하고 섹터 커버리지 영역 Z1 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신호의 시스템 시간에

대한 상대적인 지연이 결정된다. 이러한 지연은 광섬유 지연, 중계기 지연 및 중계기와 원격국 사이의 전파 지연의 합이며

이하와 같다.

지연 = (식 2)

여기에서,

중계기의 내부 지연, 및

중계기로부터 원격국이 기지국 섹터 커버리지 영역으로 전환하는 지점까지의 전파지연이다.

시스템 시간과 관련한 이러한 지연에서, 원격국은 기지국 섹터로부터 직접 순방향 링크 신호 방송을 찾기 위해 시도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섹터 커버리지의 에지에 도달한 신호는 1 의 양만큼 지연된다. 원격국은 도 8 에 도시한 시간 지연에

서, 액티브 세트 검색 윈도우, SRCH_WIN_A 의 중심에 위치한다. 원격국이 섹터 영역 Z1 에 접근할 때, 이러한 검색 윈도

우 내에 에너지가 도달한다면 기지국 섹터로부터 순방향 링크를 발견한다. 도 8 을 검토함으로써 이것은 이하와 같이 수학

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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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여기에서,

액티브 세트 검색 윈도우의 시간 사이즈; 및

기지국 안테나로부터 원격국이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으로부터 전환하는 지점까지의 전파 지연이다.

따라서, 광섬유 연결 중계기 확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지연이 확립된다. 그것은 이하와 같다.

(식 4)

이러한 관계로부터, 제 1 경우에 대한 최대 광섬유 지연은 액티브 검색 윈도우 사이즈, WA 의 함수로 도시되며, 섹터의 에

지로의 전파 지연과 중계기로부터 중계기 커버리지의 에지로의 전파지연간의 차이에 중계기를 통한 지연 을 더한 것

이다.

중계기 지연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전술한 관계는 최대 광섬유 지연이 액티스 검색 윈도우 사이즈 및 섹터와 중계

기의 전파지연 사이의 차이의 함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이하와 같다.

(식 5)

전파 지연은 섹터 및 중계기의 커버리지 반경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중계기는 기지국 섹터보다 작은 송신전

력을 가진다. 따라서, 전파거리는 기지국 섹터의 전파거리보다 작다. 광섬유의 물리적 길이는 전파상수 의 함수이며, 식

(4) 는 광섬유의 최대길이를 규정하기 위해 이하와 같이 다시 씌어질 수 있다.

(식 6)

요약하자면, 전술한 관계에 충실한 것은 원격국 검색기가 ZR 로부터 Z1 으로 전환할 때 섹터로부터 순방향 링크 신호를 찾

을 수있음을 보장한다.

전술한 분석은 액티브 세트 검색 윈도우를 언급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ZR 과 Z1 사이의 전환동안 통화중인 원격국에도 적

용된다. 아이들 상태의 원격국에 있어서, 유사한 관계가 이웃 세트 검색 윈도우 사이즈, SRCH_WIN_N 을 이용하여 형성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RCH_WIN_A≤SRCH_WIN_N≤SRCH_WIN_R 이므로, 이것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식 (6) 의 관계는, 광섬유 케이블 길이의 최대값이 트래픽 및 아이들 상태의 원격국에 사용되도록 설정한다.

그러나, 원격국이 섹터 커버리지 영역 Z1 으로부터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 ZR 로 이동하는 듀얼 이벤트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전과 같은 동일한 절차를 따라서, 원격국이 섹터 커버리지 영역 Z1 을 이탈하기 직전에, 원격국에 도달하고 중계기 커버

리지 영역 ZR 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신호의 시스템 시간에 대한 지연이 결정된다. 이것은 이전에 식별된 지연 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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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국은 섹터 영역 Z1 으로부터 중계기 영역 ZR 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시간 지연 1 에서, 그 액티브 세트 검색 윈도

우, SRCH_WIN_A 에 집중한다. 중계기로부터의 순방향 링크 신호는 이전과 같이 지연되는데, 즉,

이다.

다시, 원격국 검색기 함수는 이렇게 지연된 순방향 링크 신호를 찾으며, Z1 으로부터 ZR 까지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액티브 세트 검색 윈도우 내에 도달해야 한다. 도 9 는 이러한 신호의 상대적인 타이밍을 도시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중계기로부터 지연된 신호는 시스템 시간에 대해 1 만큼 지연된 타이밍과 함께 원격국의 액티브 세트 검색 윈도우 내에

속하도록, 요구조건이 확립된다. 수학적으로, 이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7)

이것은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 ZR 로부터 섹터 커버리지 영역 Z1 으로의 원격국의 전환을 고려할 때 전개된 식 (3) 과 동일

한 관계식이다. 예측되는 바와 같이, 일방향으로의 원격국의 전환에 대한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다. 또한, 다른 방향

으로의 원격국의 전환에 대한 요구조건도 충족된다.

B. 제 2 경우: 중계기 & 인접한 섹터가 상이한 PN 오프셋을 방송

제 2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PN 오프셋을 방송하는 섹터와 상이한 PN 오프셋을 방송하는 중계기가 존재하는 중계기 커버

리지 영역 사이에서 원격국이 전환한다. 이것은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에 인접한 기지국과 상이한 기지국의 섹터로부터 커

버리지를 제공하도록 이용되는 경우이다. 제 2 경우는 중계기가 중요한 기지국 섹터의 순방향 링크와는 완전히 상이한 순

방향 링크를 방송한다는 점에서 제 1 경우와 상이하다.

다시 PN 오프셋이 동등하다고 가정한다면, 설명의 목적으로 PN 오프셋 PN1 은 Z1 커버리지 영역에 대해 선택된다. 또한,

중계기로부터 재방송되는 PN 오프셋은 임의적이다. 또한, 그 다음의 인접한 PN 오프셋, PN2 가 설명의 목적으로 선택된

다. 도 10 은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환경을 도시한다.

우선, 원격국이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 ZR 로부터 섹터 커버리지 영역 Z1 으로 이동하는 이벤트를 고려한다. 다시, 원격국

이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을 이탈하기 직전에 원격국에 도달하는 신호의 시스템 시간에 대한 지연이 결정된다. 이전과 같

이, 이러한 지연은 광섬유 지연, 중계기 지연 및 중계기와 원격국간의 전파 지연의 합이며, 즉, 이

다.

원격국은 기지국 섹터로부터 직접 방송되는 순방향 링크 신호를 찾기 시도하면서, 시스템 시간에 대한 이러한 지연에서 동

작한다. 제 2 경우의 조건 하에서, 이러한 순방향 링크 신호는 PN 오프셋, PN2 와 상이하다. 도 11 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도시한다.

원격국은 PN2' 로 표기된 시간 지연에서 그 액티브 세트 검색 윈도우의 중심에 위치한다. 원격국이 섹터 영역 Z1 에 접근

함에 따라, 에너지 도달이 PN 오프셋 1 을 검색하는데 이용되는 이웃 세트 검색 윈도우에 속한다면, 원격국은 기지국 섹터

로부터의 순방향 링크를 알 것이다.

PN1 은 PN2 의 이웃 리스트에 존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격국은 PN1 을 검색하지 않고 전환해야 할 때 이러한

섹터를 찾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제 2 경우는 파일럿 강도 측정 메시지 (PSMM) 이 원격국으로부터 보고되고, 이러한 원격

국이 네트워크에 의해 PN1 과 소프트 핸드오프될 것을 허가받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통화가 섹터 PN1 상에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섹터 커버리지 영역 Z1 과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 ZR 의 양자에 존재하였으므로 제 1 경우에서 요구되지 않았다.

제 2 경우는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이고 이웃 리스트가 정확하고 적절한 전환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단계가 취

해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설비는 프로세싱 PSMMs 의 보통의 소프트 핸드오프 기능과 트래픽 채널의 설정

을 수행할 수 있다.

도 11 을 검토함으로써, 요구되는 수학식은 최대 광섬유 케이블 길이가 유도되는 것으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 시간의 원격국의 센스는 광섬유 지연, 중계기 지연 및 중계기로부터 원격국으로의 전파지연의 합만큼 지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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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원격국이 그 이웃 파일럿을 찾으려고 시도할 때, PN1' 라고 표기된 지연값에서 그 이웃 세트 검색 윈도우,

SRCH_WIN_N 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격국 검색 함수가 섹터로부터의 PN1 에너지 방송을 발견하고자 한

다면, 이웃 세트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감한 중계기 커버리지의 에지로의 중계기를 통한 전체 지연은 기지국 안테

나로부터 섹터 커버리지의 에지까지의 지연 이하여야 한다. 수학적으로 이하와 같다.

(식 8)

여기에서,

이웃 세트 검색 윈도우의 시간 사이즈

이러한 관계식은, 이 때 이웃 세트 검색 윈도우 사이즈가 사용중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경우에서 유도된 식과 유사한

형태이다. SRCH_WIN_A≤SRCH_WIN_N 이라는 조건 하에서, 상이한 PNs 간의 전환은 이러한 경우에서 제 1 경우보다

약간 더 긴 광섬유 케이블 길이를 허용할 수도 있다.

완전성을 위해서, 전술한 관계식은 이하와 같이 간략화될 수 있다.

(식 9)

이러한 관계식은 물리적 광섬유 길이의 관점에서 이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 10)

전술한 관계식에 충실한 것은 원격국 검색기가 중계기 및 섹터가 상이한 PN 을 방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ZR 로부터 Z1 으

로 전환하면서 섹터로부터의 순방향 링크 신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즉, 이들은 상이한 순방향 링크 신호를 방

송하고 있다. 섹터 커버리지 영역으로부터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으로 원격국이 전환하는 이벤트는 이전에 유도된 동일한

관계식을 산출할 것이다.

Ⅵ. 기지국 액세스 윈도우

이제까지, 원격국 내에 존재하는 검색 윈도우의 상대적인 타이밍 및 함수를 설명하였다. 보다 상세하게는 아이들 상태 및

트래픽 상태 모두에서,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으로/영역으로부터 전환할 때 원격국의 검색 프로세스에 대한 지연 효과가 고

려되었다.

그러나, 액세스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하나의 다른 검색 윈도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윈도우는 기지국 내에 존재하며, 기

지국이 원격국으로부터의 액세스 시도를 식별 및 상관하는 것을 시도하는 최대 시간 지연을 설정한다. 즉, 이러한 검색 윈

도우는 기지국이 진입하는 액세스 시도를 검색하는 최대 양방향 지연을 설정한다. 도 4 는 이러한 지연을 도시한다.

기지국 액세스 윈도우 파라미터 설정에서 광섬유 중계기의 사용으로부터 임의의 추가된 지연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광섬유 지연의 추가는 추가된 양방향 지연을 설명하기 위해 기지국 액세스 윈도우를 확장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

다. 이러한 추가 없이, 기지국은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에서의 원격국으로부터 시작하는 액세스 조사를 프로세싱하지 않아

서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 내로부터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원격국의 불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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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색 윈도우의 정확한 범위는 표준화되지 않는다. 이들은 CDMA 네트워크 설비의 각 벤더의 영역이다. 따라서, 윈

도우는 CDMA 네트워크 설비의 특정 벤더에 의존한다.

Ⅶ. 요약

기지국 섹터에 접속하는 광섬유 중계기에 대한 최대 광섬유 케이블 지연을 결정하기 위해 2 개의 식이 전개되었다. 중요한

2 개의 경우가 있다. 제 1 경우는 원격국이 전환중에 있는 기지국 섹터로서 중계기가 동일한 PN 오프셋 (동일한 순방향 링

크) 을 운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최대 광섬유 지연은 (식 6) 과 같다. 제 2 경우는 원격국이 섹터로부터 전환하거

나 섹터로 전환하는 섹터와 상이한 섹터로부터 중계기가 순방향 링크를 중계방송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에, 최대 광섬유 케이블 길이는 (식 10) 과 같다.

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실시형태는 공중 중계기 또는 기지국과 무선통신하는 중계기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

은 동일한 기하학 및 원리가 네트워크 및 중계기 내의 시스템 지연 및 타이밍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시형태에서,

중계기와 기지국간의 최대 전파지연 PD 는, 원격국이 전환중에 있는 기지국 섹터와 동일한 PN 오프셋을 중계기가 운반하

는 경우에, 이하와 같다.

(식 11)

여기에서,

액티브 세트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시간,

기지국 안테나로부터 중계기 커버리지 영역으로부터 원격국이 전환하고 있는 지점으로의 전파지연,

중계기의 내부지연, 및

중계기로부터 원격국이 기지국 섹터 커버리지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지점으로의 전파지연이다.

또한,중계기와 기지국 사이의 최대 전파지연 PD 는, 원격국이 섹터로부터 전환하거나 섹터로 전환하는 그 섹터와 상이한

섹터로부터 중계기라 순방향 링크를 재방송하는 경우에, 이하와 같다.

(식 12)

여기에서,

이웃 세트 검색 윈도우 시간 사이즈

Ⅷ. 애플리케이션

도 12 는 통신 시스템에 대한 예시적인 장치 (1200) 를 도시하는데, 여기에서 이동국은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여 기지국

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한다. 장치 (1200) 는 허용가능하고/하거나 충분한 광섬유 케이블의 물리적 길이

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장치 (1200) 는 가산 유닛 (1210) 및 제산 유닛 (1220) 을 구비할 수도 있다.

가산 유닛 (1210) 은 제 2 전파지연값 1 으로부터 제 1 전파지연값 Z 및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 R 을 감산하고, 소

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W 의 절반을 가산하여 가산값 s3 를 획득하는데, 여기에서 제 1 전파지연값은 중계기로부터

이동국으로의 지연이고 제 2 전파지연값은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지연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가산 유닛 (1210)

은 가산기 (1212-1216) 를 구비할 수도 있다. 가산기 (1212) 는 1 으로부터 Z 를 감산하여 가산값 s1 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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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기 (1214) 는 가산값 s1 에서 R 를 감산하여 가산값 s2 를 획득하도록 구성된다. 가산기 (1216) 는 W 의 절반과 s2

를 가산하여 s3 를 획득하도록 구성된다. 가산 유닛 (1210) 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W 를 획득하기 위하여 W 를

2 로 제산하도록 구성되는 제 2 제산 유닛 (1218) 을 추가로 구비할 수도 있다. 제 2 제산 유닛 (1218) 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W 의 절반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생략될 수도 있다. 또한, 가산기 (1212, 1214 및 1216) 는 가산 유닛

(1210)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순서로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가산기 (1212, 1214 및 1216) 가

함께 구현될 수도 있다.

제산 유닛 (1220) 은 가산값 s3 를 광섬유 케이블 길이에 대한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의 비율값인 로 제산하도록 구성된

다. 이러한 결과는 허용가능하고/하거나 충분한 광섬유 케이블의 물리적 길이이다.

도 13 은 통신 시스템에 대한 예시적인 장치 (1300) 를 도시하는데, 여기에서 이동국은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여 기지국

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한다. 장치 (1300) 는 광섬유 케이블의 소망하는 물리적 길이에 대하여 동작가능한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장치 (1300) 는 승산 유닛 (1310), 가산 유닛 (1320) 및 제 2 승산 유

닛 (1330) 을 구비할 수도 있다.

승산 유닛 (1310) 은 소망하는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 x 를 광섬유 케이블 길이에 대한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의 비율값인

로 승산하여 승산값 P 를 획득하도록 구성된다.

가산 유닛 (1320) 은 제 1 전파지연값 Z 및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 R 에 P 를 가산하고, 제 2 전파지연값 1 을 감산

하여 가산값 s3 를 획득하도록 구성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가산기 유닛 (1320) 은 가산기 (1322-1326) 를 구비할 수도

있다. 가산기 (1322) 는 P 에서 1 을 감산하여 가산값 s1 을 획득하도록 구성된다. 가산기 (1324) 는 R 에 가산값 s1

을 가산하여 가산값 s2 를 획득하도록 구성된다. 가산기 (1326) 는 R 에 s2 를 가산하여 s3 를 획득하도록 구성된다. 가

산기 (1322, 1324 및 1326) 는 가산 유닛 (1320)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이한 순서로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가산기 (1322, 1324 및 1326) 가 동시에 구현될 수도 있다.

제 2 승산 유닛 (1320) 은 s3 를 2배로 하여 x 에 대한 원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획득하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제 2

승산 유닛 (1320) 은 P, 1, Z 및 R 이 2배로 되어 직접 가산기 (1322-1326) 에 입력되는 몇몇 실시형태에서 생략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s3 는 x 에 대한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가 된다.

도 14 는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법 (1400) 을 도시하는데, 여기에서 이동국은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

착된 중계기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한다. 방법 (1400) 은 원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가능한

길이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방법 (1400) 은 원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W 를 시간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1410). 몇몇 실시형태에서, 방법

(1400) 은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몇몇 다른 실시형태에서, 방법 (1400) 은 복

수의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 후에, 최대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 FD 이 원하는 검색 윈

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1420).

최대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은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 1 을 결정하고, 중계기로부터 이동국으로

의 제 2 전파지연값 Z 를 결정하고,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 R 을 결정함으로써 결정될 수도 있다. 최대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내부 지연값 및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광섬유 케이블의 최대 길이는 제 1 전파지연값에서 제 2 전파지연값 및 내부 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1 가

산값을 획득하고, 이러한 제 1 가산값과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가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함으로써 결

정될 수도 있다.

도 14 를 다시 참조하면, 방법 (1400) 은 광섬유 케이블 길이에 대한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의 비율값 를 결정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할 수도 있다. 그 후에,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가능한 길이는 최대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 및 비율값에 기초하

여 결정될 수도 있다 (1440). 보다 상세하게는,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가능한 길이는 제 2 가산값을 비율값으로 제산함으로

써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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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는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법 (1500) 을 도시하는데, 여기에서 이동국은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

착된 중계기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한다. 방법 (1500) 은 광섬유 케이블의 소망하는 길이에 대한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

정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방법 (1500) 은 광섬유 케이블의 소망하는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 (1510), 광섬유 케이블 길이에 대한 광섬유 케이블 지연

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단계 (1520),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1530), 중계기로

부터 이동국으로의 제 2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1540),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1550) 및 광섬유 케이

블의 소망하는 길이, 비율값, 내부 지연값 및 제 1 및 제 2 전파 지연값에 기초하여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

(1560) 를 포함할 수도 있다.

검색 윈도우 사이즈는 비율값에 소망하는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를 승산하고, 제 2 전파지연값 및 내부 지연값과 광섬유 케

이블 지연값을 가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고, 제 1 가산값에서 제 1 전파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고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 2 가산값을 2배로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장치 (1200) 는 방법 (1400) 을 달성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으며 장치 (1300) 는 방법 (1500) 을 달성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도 16 은 통신 시스템에 대한 예시적인 장치 (1600) 를 도시하는데, 여기에서 이동국은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한다. 장치 (1600) 는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장치 (1600) 는 저장매체 (1620) 및 프로세서 (1620) 를 구비할 수도 있다. 저장 매체 (1610) 는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

으로의 제 1 전파 지연값, 중계기로부터 이동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 및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

이즈를 저장하도록 구성된다. 프로세서 (1620) 는 저장 매체 (1610) 에 결합되고,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 내부 지연값

및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

정하도록 구성된다. 여기에서, 프로세서 판독가능한 코드는 저장 매체 (1610) 에 저장될 수도 있으며 광섬유 케이블의 길

이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세서 (1620) 에 의해 실행된다. 몇몇 실시형태에

서, 장치 (1600) 는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장치 (1200)

와 같은 장치 (미도시) 를 구현할 수도 있다.

장치 (1600) 는 프로세서 (1620) 에 결합되어 광섬유 케입ㄹ의 물리적 길이를 결정하도록 구성되는 측정 유닛 (1630) 을

추가로 구비할 수도 있다. 즉, 측정 유닛 (1630) 은 중계기를 기지국에 부착시키기 위해 설치된 광섬유 케이블의 실제 길이

를 측정 및 획득한다. 여기에서, 측정 유닛 (1630) 은 광섬유 케이블이 설치된 이후에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다.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는 공지의 이용가능한 기술중 임의의 하나에 의해 측정될 수도 있다.

또한, 장치 (1600) 는 프로세서 (1620) 에 결합되고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소망하는 윈도우 사이즈에 충분하지 않는지

를 나타내는 신호를 사용자에게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출력 유닛 (1640) 을 추가로 구비할 수도 있다. 예시적인 출력 유닛

(1640) 은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디스플레이, 오디오 장치 또는 LED 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장치 (1600) 는 기지국에 중계기를 부착시키기 위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는 필드 기술자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다.

도 17 은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법 (1700) 을 도시하는데, 여기에서 이동국은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

착된 중계기를 통하여 기지국과 통신한다. 방법 (1700) 은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충분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방법 (1700) 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시간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 (1710),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허

용가능한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1720), 광섬유 케이블 길이에 대한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

정하는 단계 (1730),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 (1740) 및 허용가능한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 및 비율값에 기

초하여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1750) 를 포함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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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는 기지국에 중계기를 부착시키기 위해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할 때 결정될 수도 있다. 유

사하게,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지국에 중계기를 부착시키기 위해 광섬유 케이블을 설

치할 때 결정될 수도 있다.

또한, 허용가능한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최대 광섬유 케이블 지연을 결정함으로써

결정될 수도 있다. 그 후, 최대 광섬유 케이블 지연값은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고, 중계기로

부터 이동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고,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함으로써 결정될 수도 있다. 최대 광섬유 케

이블 지연값은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내부 지연값 및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의 결정은 제 1 전파지연값에서 제 2 전파지연값 및 내부 지연값

을 감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고, 제 1 가산값에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가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

하고, 제 2 가산값을 비율값으로 제산하여 이루어진다.

Ⅸ.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계기가 광섬유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되는 통신 시스템에 이용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는 광

섬유 케이블 지연의 양과 검색 윈도우 사이즈 사이의 관계가 제시되었다.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가능한 양 및/또는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는 광섬유 케이블 지연의 최대량 및/또는 광섬유 케이블의 최대길이 이하의 임의의 값이다. 또한, , 1,

Z 및 R 은 중계기를 기지국에 부착시키는데 광섬유 케이블이 이용되기 전, 동안 및 그 이후에 장치 (1200, 1300 및/

또는 1600) 에 외부적으로 입력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값은 임의의 알려진 기술에 의해 추정되거나 획득될 수도 있다. 또한,

장치 (1200, 1300 또는 1600) 는 예컨대, 중계기를 설치할 때 필드에서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독립적인 장비 또는 툴

(tool) 로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장치 (1200) 는 중계기의 설치하는 사용자를 돕기 위해 중계기 및/또는 기지국의 일부로

서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실시형태가 광섬유 링크를 이용하여 설명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업자에게 이러한 실시형태가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

만 유선 및 동축 케이블과 같은 다른 물리적 링크에 적용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실시형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 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유선 링크에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실시형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firmware), 미들웨어 (middleware), 마이크로코드 (microcode) 또는 임

의의 그 조합으로써 구현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펌웨어, 미들웨어 또는 마이크로코드로 구현되는 경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또는 코드 세그먼트 (segment) 는 저장매체 (1610) 또는 별개의 저장매체 (미도시) 와 같은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에 저장될 수도 있다. 프로세서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코드 세그먼트는 절차, 함수, 서

브프로그램, 프로그램, 루틴 (routine), 서브루틴, 모듈, 소프트웨어 패키지, 클래스, 명령어의 임의의 조합, 데이터 구조,

또는 프로그램 문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코드 세그먼트는 정보, 데이터, 독립변수 (argument), 파라미터, 또는 메모리 컨

텐츠를 전달 및/또는 수신함으로써 다른 코드 세그먼트 또는 하드웨어 회로에 결합될 수도 있다. 정보, 독립변수, 파라미

터, 데이터 등은 메모리 공유, 메시지 전달, 토큰 (token) 전달, 네트워크 송신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전달, 포워딩 (forwarding) 또는 송신될 수도 있다.

전술한 실시형태는 단지 예시적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않된다. 본 실시형태의 설명은 예시적인 것

이며,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본 교시는 다른 타입의 장치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다수의 변

형, 수정 및 변화가 당해 기술의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

한 방법으로서,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시간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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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 및 상기 비율값에 기초하여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의해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상기 내부 지연값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전파 지연값에서 상기 제 2 전파 지연값 및 상기 내부 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제 1 가산값에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가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가산값을 상기 비율값으로 제산하여 상기 물리적 링크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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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는,

복수의 상기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는 광섬유 케이블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

한 방법으로서,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 상기 비율값, 상기 내부 지연값,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검색 윈

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에 상기 비율값을 승산하여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물리적 링크 지연값에 상기 제 2 전파지연값 및 상기 내부 지연값을 가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제 1 가산값에서 상기 제 1 전파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가산값을 2배로 하여 상기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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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는 광섬유 케이블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 사용방법.

청구항 11.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로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지연값인 제 2 전파지연값에서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지연값인

제 1 전파지연값 및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감산하고,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가산하여 가산값을 획

득하도록 구성된 가산 유닛; 및

상기 가산값을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의 지연값의 비율값으로 제산하도록 구성된 제 1 제산 유닛을 구비하

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산 유닛에 결합되고,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제산하여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획득하도록 구성된 제 2 제산 유닛을 더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는 광섬유 케이블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14.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로서,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으로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승산하여 승산값을 획득하도

록 구성된 제 1 승산 유닛; 및

제 1 승산값에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지연값인 제 1 전파 지연값 및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가산하

고,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지연값인 제 2 전파지연값을 감산하여 가산값을 획득하도록 구성된 가산 유

닛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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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산값을 2배로 만들도록 구성된 제 2 승산 유닛을 더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는 광섬유 케이블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17.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되는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로서,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시간을 결정하는 수단;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 및 상기 비율값에 기초하여 물리적 링크의 허용가능한 길이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의 허용가능한 길이를 결정하는 수단은,

물리적 링크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상기 내부 지연값,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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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수단은,

상기 제 1 전파지연값에서 상기 제 2 전파지연값 및 상기 내부 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는 수단;

상기 제 1 가산값에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의 절반을 가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는 수단;

상기 제 2 가산값을 상기 비율값으로 제산하여 상기 물리적 링크의 최대길이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는 광섬유 케이블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22.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로서,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수단;

상기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수단;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 상기 비율값, 상기 내부 지연값,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검색 윈

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수단은,

상기 비율값에 상기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승산하여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획득하는 수단;

상기 물리적 링크 지연값에 상기 제 2 전파지연값 및 상기 내부 지연값을 가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는 수단;

상기 제 1 가산값에서 상기 제 1 전파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는 수단; 및

상기 제 2 가산값을 2배로 하여 상기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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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는 광섬유 케이블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25.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되는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기계 판독가

능한 코드를 저장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로서,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시간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및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 및 비율값에 기초하여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는,

물리적 링크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및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상기 내부 지연값,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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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전파지연값에서 상기 제 2 전파지연값 및 상기 내부 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는 기계 판독가능

한 코드;

상기 제 1 가산값에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가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및

상기 제 2 가산값을 상기 비율값으로 제산하여 상기 물리적 링크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포함하

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9.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되는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기계 판독가

능한 코드를 저장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로서,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상기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및

상기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 상기 비율값, 상기 내부 지연값,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검색 윈

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는,

상기 비율값에 상기 소망하는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승산하여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획득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상기 물리적 링크 지연값에 상기 제 2 전파지연값 및 상기 내부 지연값을 가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는 기계 판독가능

한 코드;

상기 제 1 가산값에서 상기 제 1 전파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 및

상기 제 2 가산값을 2배로 만들어 상기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코드를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

한 매체.

청구항 31.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방법으로서,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시간을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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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단계;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 및 상기 비율값에 기초하여,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용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중계기를 상기 기지국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상기 물리적 링크를 설치하

는 중에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중계기를 상기 기지국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링

크를 설치하는 중에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용 방법.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용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상기 내부 지연값,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용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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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전파지연값에서 상기 제 2 전파지연값 및 상기 내부 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제 1 가산값에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가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가산값을 상기 비율값으로 제산하여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

신 시스템용 방법.

청구항 36.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는 광섬유 케이블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방법.

청구항 37.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로서,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시간을 결정하는 수단;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하여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물리적 링크 길이에 대한 상기 물리적 링크 지연값의 비율값을 결정하는 수단;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 및 상기 비율값에 기초하여,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수단은, 상기 중계기를 상기 기지국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상기 물리적 링크를 설치하

는 중에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은, 상기 중계기를 상기 기지국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상기 물리

적 링크를 설치하는 중에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허용가능한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은,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허용가능한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

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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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 상기 내부 지연값,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에 기초하여 상기 최대 물리적 링크

지연값을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은,

상기 제 1 전파지연값에서 상기 제 2 전파지연값 및 상기 내부 지연값을 감산하여 제 1 가산값을 획득하는 수단;

상기 제 1 가산값에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을 가산하여 제 2 가산값을 획득하는 수단; 및

상기 제 2 가산값을 상기 비율값으로 제산하여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통

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42.

원격국이 물리적 링크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부착된 중계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로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1 전파 지연값, 상기 중계기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제 2 전파지연값, 상기

중계기의 내부 지연값 및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저장 매체; 및

상기 저장 매체에 결합되어, 상기 제 1 및 제 2 전파지연값, 상기 내부 지연값 및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기초

하여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상기 소망하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

를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측정 유닛을 더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44.

제 4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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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물리적 링크의 길이가 상기 소망하는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신

호를 사용자에게 출력하도록 구성된 출력유닛을 더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청구항 45.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링크는 광섬유 케이블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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