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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독특한 방법으로 채널들을 스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널 스캐닝을 향상시킨다. 이 방법
은 스캔할 때 미리 획득된 정보를 사용하여 스캔되어야만 하는 채널들의 수를 감소시킨다. 오버랩하는 2
개의 집합들의 채널들이 2개의 분리된 스캐닝 단계들(522)에서 스캔되면, 제1 채널에서 획득된 정보가 사
용되어 제2 채널 스캔에 필요한 시간을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 시스템의 전용 제어 채
널들 및 페이징 채널들이 오버랩하면, 오버랩하는 채널들은 페이징 채널들의 채널 스캔 중에 스캔될 필요
가 없다. 이 방법은 단계(808)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채널형이 검출되면 특정 채널의 채널 스캐닝을 종료
함으로써 스캐닝 시간을 더 감소시킨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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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스캐닝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다수의 시스템들을 구비한 통신에 적합한 와이어리스 통신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와이어리스 통
신 시스템의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종래의 와이어리스 통신 디바이스의 블럭도.

제3도는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을 위한 제어 채널 할당을 도시한 도면.

제4도는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을 위한 페이징 채널 할당을 도시한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채널 스캐닝을 위한 제1 실시예의 양호한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챠트.

제6도는 다른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 셀룰러 및 마이크로셀룰러 시스템들의 채널 할당을 도시한 도면.

제7도는 종래의 스캐닝 기술의 플로우챠트.

제8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채널 스캐닝 방법의 플로우챠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핸드세트                       105, 107 : 셀룰러 기지국

111 : TELCO                         113 :  마이크로셀룰러 기지국

115 : 코드리스 기지국             201 : 수신기

203 : 송신기                           209 : 마이크로프로세서

213 : 인터페이스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의 스캐닝 채
널에 관한 것이다.

셀룰러 전화 시스템과 같은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전화는 셀룰러 시스템에 접속되거나 셀룰
러 시스템으로부터 페이지를 수신하기 전에 채널들을 스캔해야만 한다. 미합중국 20006 워싱톤 디.시. 노
스웨스트 펜실베니아 애버뉴 2001의 Electronics Industry Association 에 의해 공개된 EIA/TIA 규격과 
같이 EIA/TIA-553 등에 기술된 국내 아날로그 셀룰러 시스템들은 제어 채널 및 음성 채널 둘 다를 이용한
다. 제어 체널은 시스템 자체를 식별하고, 페이지들(가입자 장치에게 인바운드 콜을 지시해주는데 사용된 
메시지들)을 송신하고, 단문 메시지들 등을 송신하기 위해 시스템용 수단을 제공한다. 제어 채널은 또한 
셀룰러 전화 가입자 장치(통상 이동국이라 함)를 시스템과 식별하고(통상 레지스트레이션(registration)
이라 함), 전화 콜을 시작하고, 페이지 등에 응답하기 위해 셀룰러 전화 가입자 장치용 수단을 제공한다. 
음성 채널은 음성 통신용 수단을 제공한다.

국내 아날로그 셀룰러 시스템은 제어 채널의 전용 세트 및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페이징 및 액세스 채널을 
위해 제공된다. 셀룰러 서비스 공급자는 전용 제어 채널들로서 21개의 채널들을 통상 할당하지만, 서비스 
공급자는 제어 채널들의 수를 21로부터 32로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가 보다 많은 제어 
채널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제어 채널들을 구성할 수 있는 2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 제1 방법은 페이지
용 채널들의 한 범위 및 액세스 기능용 채널들의 다른 범위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 방법은 홈 모
빌(hoom mobile)의 페이징을 위한 채널들의 한 범위 및 로밍 모빌(roaming mobile)의 페이징을 위한 채널
들의 다른 범위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동국이 수신 페이지들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제어 채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2개의 스캐닝 프로세스
들을 실행해야만 한다. 제1 프로세스는 통상 초기화 채널 스캔이라고 하고 제2 프로세스는 통상 페이징 
채널 스캔이라고 한다. 이러한 스캔들을 수행하는 동안, 이동국이 채널들을 자주 변경하기 때문에 이동국
은 페이지들 또는 다른 아웃바운드 매시지들을 수신할 수 없다. 이것은 가입자 미싱콜(missing call), 또
는 텍스트 메시지들과 같은 다른 중요한 메시지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EIA/TIA IS-54B 에 기술된 바와 같이 TDMA 셀룰러 시스템에서 보다 중요하다. TDMA 셀룰
러 시스템은 A 모빌을 위한 페이징 채널들의 2개의 범위들 및 B 모빌을 위한 페이징 채널들의 2개의 범위
들을 사용한다. TDMA 모빌은 전용 제어 채널의 초기화 채널 스캔, TDMA 페이징 채널의 페이징 채널 스캔, 
및 아날로그 페이징 채널의 페이징 채널 스캔을 포함하는 3개의 스캔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IA/TIA IS-95에 기술된 바와 같이 CDMA 이동국에 대한 유사한 문제점이 또한 존재한다.

800 MHz 셀룰러 스펙트럼을 위해 개발된 800 MHz 셀룰러 스펙트럼 코드리스 시스템을 위한 EIA/TIA IS-94
에 기술된 셀룰러 보조 퍼스널 통신 서비스(Cellular  Auxilizry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및 
1.8 GHz 내지 2.2 GHz로 최근 할당된 스펙트럼에서 개발된 서비스들과 같은 PCS 시스템을 검색할 필요에 
의해 아날로그, TDMA 및 CDMA 시스템들에서 문제가 심화된다. 다량의 스캐닝은 이동국에 의한 슬로우 동
작을 야기하여서 사용자를 불편하게 한다. 초기 채널 스캔 및 페이징 채널 스캔에서 각 채널을 불필요하
게 스캐닝하면 스캐닝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

스캐닝 채널과 관련된 다른 문제점은 바람직하지 않은 채널로 결정된 후에도 채널이 계속해서 스캔될 경
우 발생한다. TDMA 음성 채널을 포함하는 디지탈 제어채널 동작을 위한 새로운 셀룰러 무선통신 명세서는 
현재 개발중이다. 이 명세서는 EIA/TIA PN3011이고 2개의 볼륨 세트: PN3011-1 및 PN3011-2로 판매한다. 
PN3011-1의 6.3.12절 및 4.4.8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DCCH(Digital Control Channel)를 위해 스캐닝 할 
때 DCCH 및 DTC(Digital Traffic Channel)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수단이 제공된다. DCCH는 페이징과 같이 
제어 신호를 이동국에 보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DTC는 디지탈 음성 송신을 위해 사용된다. 이동국이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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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는 경우,  CDL(Coded  Digital  Channel  Locator)  필드를 검색(interrogate)할  수  있다.  이  필드는 
PN3011-2의 1.2.6절에 기술되어 있다. 디지탈 제어 채널을 잠재적으로 포함하는 채널들의 범위를 나타내
는 이 필드는 DCCH의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것을 원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TDMA에서 이용된 기
술은 바람직한 신호 및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가 동일한 형의 변조 체계를 사용할 때만 유용하다. 즉, 
TDMA 기술은 바람직한 신호가 디지탈 신호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아날로그 신호를 검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에서 스캐닝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제2 스캐닝 단계
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제1 스캐닝 단계 중에 획득된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 채
널들을 스캔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채널을 스캐닝하는 동안 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채널을 스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널 스캐닝을 향상시킨
다. 본 발명의 하나의 새로운 양상에 따라, 스캔되어야만 하는 채널들의 수가 스캔할 때 이전에 획득된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빌은 제2 채널 스캔에 필요한 시간을 제거하기 위해 
제1 채널 스캔에서 획득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 시스템의 전용 제어 채널들 
및  페이징  채널들이  오버랩하면,  오버랩하는  채널들은  페이징  채널의  채널  스캔  중에  스캔될  필요가 
없다. 즉, 페이징 채널 스캔 중에 다른 방법으로 획득될 정보는 전용 제어 채널의  채널 스캔 중에 획득
될 수 있다.

제1도를 참조하면, 다수의 네트워크와 통신하기에 적합한 모빌 또는 휴대용 핸드세트(handset)와 같은 와
이어리스 통신 디바이스를 갖는 와이어리스 통신 네트워크의 일반화된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종래의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103)과 통신할 수 있는 핸드세트(101)가 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넓은 지리학
적 영역에 걸쳐 무선 전화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된 지리학적으로 분리된 위치들에 배치된 다수
의 셀룰러 기지국들(105, 107)을 갖는다. 셀룰러 기지국들은 사용자 셀룰러 모빌 및 휴대용 장치의 핸드
오프를 포함하는, 다수의 셀룰러 기지국들중에 조정(coordination)을 제공하고, 콜 스위칭을 제공하는 제
어 단자(109)에 결합되고, 공중 스위치 전화 네트워크(이후부터 “TELCO”라 함 : 111)에 
인터커넥트된다.

핸드센트(101)는 마이크로셀룰러 기지국(113)과 또한 통신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전력, 및 쇼핑 몰 및 
에어포트와 같은 구별된 지역에 공중 무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된 기능들을 갖는 
셀룰러 부속 셀이다. 마이크로셀룰러 기지국(113)은 콜이 TELCO에 배치될 수 있도록 TELCO(111) 랜드라인
(landline) 전화 시스템에 결합된다.

결국, 핸드세트는 핸드세트(101)의 사용자를 위해 TELCO(111)에 사적인 전화선 인터코넥션을 제공하여, 
코드리스 기지국(115)과 통신할 수 있다. 양호하게, 코드리스 통신 시스템은 전화 스위칭 시스템에 콜 루
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CRE(authorization and call routing equipment : 117)을 사용한다. 따라서, 
스위칭 시스템은 셀룰러, 마이크로셀룰러 및 코드리스 시스템들 간에 폰 콜들을 자동적으로 루트(route)
한다.  또한  ACRE(117)은  채널들을  이용하기  위해  코드리스  기지국(115)을  승인한다.  ACRE(117)는 
TELCO(111)의 부분일 수 있거나 독립형(stand alone) 디바이스일 수 있다. 제1도의 불럭도는 다수의 통신 
네트워크들과 통신하기에 적합한 핸드세트를 갖는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 것인데, 이 통신 시
스템은 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예시적인 시스템으로서 도시된 것이다. 본 발명의 신규한 양상들은 코
드리스, 셀룰러, 퍼스널 통신 서비스들(PCS)에 제한되지 않고, 스캐닝 채널들을 필요로 하는 임의의 와이
어리스 통신 시스템 또는 다른 미래형 와이어리스 시스템들에 응용될 수 있다. 제2도를 참조하면, 핸드세
트(101)는 블럭도 형태로 도시되어 있는 휴대용 무선 전화 트랜시버이다. 휴대용 무선 수신기(201) 및 휴
대용 송신기(203)는 듀플렉서(207)를 통해 핸드세트(101)의 안테나(205)에 결합된다. 송신기(203) 및 수
신기 (201)에 의해 사용되는 특정 무선 주파수는 마이크로프로세서(209)에 의해 결정되고 인터페이스 회
로(213)를 통해 주파수 신서사이저(211)에 전달된다. 수신기(201)에 의해 수신된 데이타 신호들은 디코드
되고 인터페이스 회로(213)에 의해 마이크로프로세서(209)에 결합되고, 송신기(203)에 의해 송신될 데이
타 신호들은 송신기(203)에 의해 송신되기 전에 마이크로프로세서(209)에 의해 발생되어 인터페이스(21
3)에 의해 포맷된다. 송신기(203) 및 수신기(201)의 동작 상태는 인터페이스(213)에 의해 인에이블되거나 
또는 디스에이블된다. 또한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핸드세트(101)가 현재 수신중임을 사용자에게 지시해주
는데 사용되는 발광 다이오드들(215 및 217)을 제어한다. 사용자 오디오, 마이크로폰 출력 및 스피커 입
력의 제어는 오디오 프로세싱 회로(219)에 의해 제어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레서(209)는  모토롤라  인크.로부터  유용한  68HC11 마이크로프로세서
(209)이고, 종래의 ROM(221)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제어 하에서 필요한 프로세싱 기능들을 실행한다. 핸드
세트(101)의 특정한 특징들은 EEPROM(219)에 저장되고(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온-보드 EEPROM에 저장될 
수도 있고), 종래의 셀룰러 시스템의 동작에 필요한 NAM(number assignment) 및 사용자 자신의 코드리스 
베이스와의 동작에 필요한 BID(base identification)를 포함한다.

핸드세트(101)의 송신기(203)는 종래의 셀룰러 시스템의 동작에 필요한 출력 전력의 총 범위로 송신할 수 
있다. 이 출력 전력의 범위는 약 600 밀리와트(milliwatt)의 고 출력 전력 레벨로부터 6 밀리와트의 저 
출력 전력 레벨까지의 범위를 갖는 출력 전력 크기의 6개의 집합들로 구성된다. 출력 전력의 이 6개의 집
합 범위는 핸드세트(101)가 셀룰러 시스템 모드에 있을 때 인에이블된다.

제3도 및 제4도를 참조하면,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과 같은 종래의 와이어리스 시스템을 위한 지정된 
제어 채널들 및 페이징 채널들이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합중국의 종래의 셀룰러 시스템들에게 2개
의 상이한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해 각각의 영역에서 셀룰러 커버리지가 제공된다. 제3도는 채널들(313 내
지 333)을 포함하는 A 시스템용 전용 제어 채널들 및 채널들(334 내지 354)을 포함하는 B 시스템용 전용 
제어 채널들을 도시한 것이다. A 시스템의 21개의 채널들 및 B 시스템의 21개의 채널들이 제어 채널들로
서 전국적인 사용을 위해 전용되더라도, 각 시스템 공급자는 상이한 수의 채널들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또한 예를 들어 A 시스템용 채널들(302 내지 313) 또는 B 시스템용 채널들
(354 내지 365)의 범위를 갖는 추가적인 제어 채널들을 지정할 수 있다.

제4도는 “홈” 모빌 및 “로밍” 모빌들을 위한 A 시스템 및 B 시스템용으로 지정된 페이징 채널들의 구
성을 도시한 것이다. 홈 모빌은 셀룰러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가입자들의 시스템의 경제 내에 있는 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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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로밍 모빌은 셀룰러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가입자들의 영역밖에 있는 모빌이다. 특히, A 시스템 홈 
모빌을 위한 페이징 채널들은 채널들(279 내지 300)을 포함하도록 도시되어 있다. A 시스템 로밍 모빌들
용 페이징 채널들은 채널들(313 내지 333)을 포함하도록 도시되어 있다. B 시스템 로밍 모빌들용 페이징 
채널들은 채널들(334  내지 354)을  포함하고,  B  시스템 홈 모빌들용 페이징 채널들은 채널들(350  내지 
371)을 포함한다. B 시스템 로밍 모빌들 및 홈 모빌들을 위한 페이징 채널들이 부분적으로 오버랩하는 것
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B 시스템을 위한 페이징 채널들이 서로 독립적일 수 있거나, 완전히 오버랩될 수 
있거나,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A’ 시스템 로밍 모빌들을 위한 페이징 채널들(313 내지 
333)도 또한 ‘A’ 시스템 홈 및 로밍 모빌들을 위한 전용 제어 채널들로서 작용한다. ‘B’ 시스템 로밍 
모빌들을 위한 전용제어 채널들로서 작용한다. ‘B’시스템 로밍 모빌들을 위한 페이징 채널들(334 내지 
354)도 또한 ‘B’시스템 홈 및 로밍 모빌들을 위한 전용 제어 채널들로서 작용한다.‘B’ 시스템 홈 모
빌들을 위한 페이징 채널들이 ‘B’ 시스템 전용 제어 채널들을 오버랩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이
러한 범위들의 채널들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거나, 완전히 오버랩될 수 있거나,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제5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채널 스캐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벙법이 도시되어 
있다. 단계(502)에서, 모빌은 각 전용 제어 채널의 신호 강도를 결정하여 저장하기 위해 각 전용 제어 채
널을 스캔한다. 단계(504)에서, 모빌은 최강으로부터 최약 순으로 채널들을 소트한다. 단계(506)에서, 모
빌은 최강 채널의 워드 동기 획득을 시도한다. 워드 동기가 단계(508)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모빌은 단계
(510)에서 배드 채널들의 리스트에 채널 번호를 저장하여서 데이타가 채널을 통해 수신될 수 없음을 나타
낸다. 그 후 모빌은 단계(512)에서 워드 동기 획득 시도를 위해 임의의 더 이상의 채널들이 있는지를 결
정한다. 더 이상의 채널들이 없으면, 시스템은 단계(514)에서 실패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채널들이 있
으면, 모빌은 단계(506)에서 다음 최강 채널의 워드 동기를 획득하고자 시도한다.

워드 동기가 단계(508)에서 발견되면, 모빌은 단계(516)에서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고자 시도한다. 단
계(518)에서 오버헤드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빌은 단계(510)에서 배드 채널 리스트에 채널을 저장
함으로써 데이타가 채널을 통해 수신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오버헤드 메시지가 단계(518)에서 
발견되면, 모빌은 단계(520)에서 오버헤드에서 수신된 SID(system  identification),  서빙 시스템 상태, 
오버헤드에서 수신된 N-1 필드, FIRSTCHPs, 및 제1 전용 제어 채널을 근거로 페이징 채널 범위를 계산한
다. 페이징 채널들의 범위는 EIA/TIA-553의 2.6.1.1절에 기술된 다음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된 FIRSTCHPs 
내지 LASTCHPs의 채널들의 범위로서 정의된다.

·페이징 채널들의 수(NS). NS를 1+(N-1) 필드의 값으로 세트한다.

·제1 페이징 채널(FIRSTCHPS). FIRSTCHPs를 다음 알고리즘에 따라 세트한다.

SIDS = SIDP이면, FIRSTCHPS=FIRSTCHPP

SIDS   SIDP이고 서빙-시스템 상태가 인에이블되면, FIRSTCHPS를 A 시스템용 제1 전용 제어 채널로 세트

한다(834, 990 MHz 모빌 송신, 879, 990 MHz 랜드 송신).

SIDS   SIDP이고 서빙-시스템 상태가 디스에이블되면, FIRSTCHPS를 B 시스템용 제1 전용 제어 채널로 세

트한다(835, 020 MHz 모빌 송신, 880. 020 MHz 랜드 송신).

·최종 페이징 채널(LASTCHPS). LASTCHPS를 다음 알고리즘에 따라 세트한다.

서빙-시스템이 인에이블되면, LASTCHPS = FIRSTCHPS - NS + 1

서빙-시스템이 디스에이블되면, LASTCHPS = FIRSTCHPS - NS - 1

그후 모빌은 단계(522)에서 페이징 채널 범위가 전용 제어 채널들의 부집합 인지를 결정한다. 페이징 채
널 범위가 전용 제어 채널들의 부집합이면, 모빌은 단계(524)에서 현 채널이 페이징 채널 범위 내에 있는
지를 결정한다. 현 채널이 페이징 채널 범위 내에 있으면, 페이징 채널은 단계(526)에서 발견된다. 이 때
에, 모빌은 콘들(페이지들)을 수신하거나, 콜돌(오리지네이션)을 수행하거나, 다른 시스템 통신들을 실행
하고자 한다. 이것은 페이징 채널 스캔 중에 필요한 스캐닝 시간, 워드 동기 검출 시간 및 오버헤드 수신 
시간을 절약한다. 현 채널이 페이징 채널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모빌은 단계(528)에서 저장된 전용 제
어 채널 데이타로부터 페이징 채널들의 리스트를 구성한다. 이것은 페이징 채널 스캔 중에 통상 필요한 
스캐닝 시간을 절약한다.

단계(522)에서 페이징 채널 범위가 전용 제어 채널들의 부집합이 아니면, 모빌은 단계(530)에서 전용 제
어 채널이 아닌 각 페이징 채널의 신호 강도를 결정하여 저장한다. 모빌은 또한 단계(530)에서 저장된 페
이징 채널 데이타 및 (필요한 경우) 단계(502)에서 저장된 전용 제어 채널 데이타로부터 단계(532)에서 
페이징 채널들의 리스트를 구성한다. 전용 제어 채널 범위 및 페이징 채널 범위 사이에 임의의 오버랩이 
있으면, 채널들의 오버랩핑은 리스캔(rescan)되지 않아서, 필요한 스캐닝 시간을 감소시킨다. 단계(528) 
또는 단계(532)에서 페이징 채널들의 리스트를 구성한 후에, 모빌은 단계(534)에서 최강으로부터 최약 순
서로 채널들을 소트한다. 단계(536)에서, 모빌은 배드 채널 리스트에 있는 임의의 채널들을 페이징 채널 
리스트로부터 제거한다.

채널들을 제거한 후에, 모빌은 단계(538)에서 임의의 더 이상의 채널들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더 이상 스
캔될 채널들이 없으면, 단계(540)에서 채널 선택은 실패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채널들이 있으면, 모빌
은 단계(542)에서 최강 채널의 워드 동기를 획득하고자 시도한다. 워드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빌은 
단계(538)에서 임의의 더 이상의 채널들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워드 동기가 발견되면, 모빌은 단
계(546)에서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고자 시도한다. 그후 모빌은 단계(548)에서 오버헤드 메시지가 발
견됐는지를 결정한다. 오버헤드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빌은 단계(538)에서 임의의 더 이상의 채널
들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오버헤드 메시지가 발견되면, 모빌은 단계(550)에서 페이징 채널 스캔 
시에 수신된 SID가 초기 스캔 중에 수신된 SID와 동일한지를 결정한다. SID들이 동일하면, 페이징 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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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552)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SID들이 동일하지 않으면, 채널 선택은 단계(554)에서 실패한다.

제1 실시예의 상술된 설명은 채널 스캐닝을 위한 특정 채널들에 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의 신규만 특징들
은 상이한 지정 채널들을 갖는 다수의 시스템에 응용될 수 있다. 본 분야에 숙련된 자들은 본 발명의 범
위 내의 다수의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들에서 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신규한 양상에 따라,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을 획득하기 위한 스캐닝 시간은 
채널이 스캔되어야만 하는 특정형의 채널이 아님을 나타내면서 선정된 신호가 검출될 때 채널 스캐닝을 
통과함으로서 감소될 수 있다. 채널 스캐닝에 필요한 시간은 모빌이 하나 이상의 시스템을 스캔하여야만 
할 때 특히 길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합된 셀룰러 및 마이크로셀룰러 시스
템을 위한 채널 할당은 채널(302)로부터 채널(333)까지 연장하는 A 셀룰러 시스템용 전용 제어 채널들 및 
채널(334)로부터 채널(365)까지 연장하는 B 셀룰러 시스템용 전용 제어 채널들을 포함한다. A 시스템 마
이크로셀룰러 채널들은 채널들(174 내지 301)을 포함하고, B 시스템 마이크로셀룰러 채널들은 채널들(366 
내지 493)을 포함한다.

제7도를 참조하면, 채널들을 스캐닝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단계(702)에서, 모빌은 다음 
채널에 동조하고 타이머를 리셋한다. 신호가 단계(704)에서 발견되면, 방법은 단계(706)에서 종료된다. 
그러나, 신호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빌은 단계(708)에서 타이머가 만기되었는지를 결정한다. 타이머가 만
기되지 않았으면, 모빌은 신호 탐색을 계속한다. 그러나, 타이머가 만기되었으면, 모빌은 단계(710)에서 
스캔할 더 이상의 채널들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스캔될 더 이상의 채널들이 있으면, 모빌은 단계(702)에
서 다음 채널에 동조하고 타이머를 리셋한다. 그러나 스캔될 더 이상의 채널들이 없으면, 단계(712)에서 
방법이 종료된다.

제8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채널 스캐닝 향상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단계(802)에서, 모빌은 다음 채널에 동조하고 타이머를 리셋한다. 단계(804)에서, 모빌은 한 변조 기술의 
신호가 발견되었는지를 결정한다. 신호가 발견되면, 방법은 단계(806)에서 종료된다. 그러나, 신호가 발
견되지 않으면, 모빌은 단계(808)에서 상이한 변조 기술에 의해 송신된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가 발견되는
지를 결정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빌은 단계(810)에서 타이머가 만기되었는지
를 결정한다. 그 후 모빌은 타이머가 만기될 때까지 신호 스캔을 계속한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
가 단계(808)에서 발견되면, 모빌은 단계(812)에서 스캔될 더 이상의 채널들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스캔
될 더 이상의 채널들이 있으면, 모빌은 단계(802)에서 다음 채널에 동조하고 타이머를 리셋한다. 그러나, 
스캔될 더 이상의 채널들이 없으면, 단계(814)에서 방법은 종료된다.

제8도에 도시된 제2 실시예의 방법의 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제어 채널을 찾고자 할 때 셀룰러 무선 전
화  시스템에서  발견될  수  있다.  종래의  셀룰러  시스템에서,  아날로그  음성  채널로  송신된  신호들은 
SAT(supervisory audio tone)을 포함한다. SAT은 3개의 주파수들, 즉, 5970, 6000 또는 6030 중의 하나이
다. SAT 신호가 검출되면, 채널은 음성 채널이고 제어 채널이 아니다. 따라서, 신호를 위해 채널을 계속 
스캐닝할 필요가 없다. SAT 톤이 검출될 때 즉시 다음 채널로 이동함으로써, 채널 스캐닝 시간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이 스캐닝 시간의 감소는 셀룰러 및 마이크로셀루러와 같은 다수의 시스템들을 갖는 네
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채널들을 평가함으로써 스캐닝 시간을 감소한다. 제1 실시에의 신규한 
특징들에 다라, 제1 스캐닝 단계 중에 이미 스캔된 채널들은 제2 스캐닝 단계 중에 제2 시간으로 스캔될 
필요가 없다. 제2 실시예에 따라, 이동국은 2개의 상이한 변조 기술들에 의해 송신된 신호들을 구별한다. 
예를 들어,  초당 10  킬로비트 바이너리 주파수 시프트 키잉(10  kilobit  per  second  binary  frequency 
shift keying : 디지탈 송신 기술)을 사용하여 송신된 신호를 검출하고, 또한 아날로그 FM 신호를 복조하
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정한 톤들(SAT)을 복조기의 출력시 검색한다. 따라서, 2개의 변조 기술들의 
검출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구현들이 상술되었지만, 본 분야에 숙련된 자들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
되어야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의 채널들을 스캔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집합의 채널들을 스캔하는 단계(502); 
상기 제1 집합의 채널들을 스캔하는 단계 중에 획득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502); 제2 집합의 채널들을 
결정하는 단계(520); 상기 제2 집합의 채널들 중 어느 채널들이 상기 제1 집합의 채널들과 일치하지 않은
지를 결정하는 단계(522); 및 상기 제1 집합의 채널들과 일치하지 않는 상기 제2 집합의 채널들 중 선정
된 채널들을 스캔하는 단계(5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스캐닝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집합의 채널들을 스캔하는 단계는 전용 제어 채널들의 집합을 스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스캐닝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집합의 채널들을 결정하는 단계는 페이징 채널들의 집합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채널 스캐닝 방법.

청구항 4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의 채널들을 스캔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용 제어 채널들의 집합을 스캔하는 단계
(502); 상기 전용 제어 채널들의 집합을 스캔하는 단계 중에 획득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502); 페이징 
체널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520); 상기 페이징 채널 범위의 어느 페이징 채널들이 상기 전용 제어 채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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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단계(522); 및 상기 제어 채널들과 일치하지 않는 상기 페이징 채널 범위
의 선정된 페이징 채널들을 스캔하는 단계(5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스캐닝 방법.

청구항 5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의 채널들을 스캔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리스 통신 시스템의 각 전용 제
어 채널을 스캔하는 단계(502); 각 전용 제어 채널의 신호 강도를 저장하는 단계(502); 최강 신호 강도로
부터 최약 신호 강도 순서로 상기 전용 제어 채널들을 소트하는 단계(504); 상기 전용 제어 채널들 중 최
강 채널의 워드 동기를 획득하고자 시도하는 단계(506); 워드 동기가 획득된 상기 전용 제어 채널들 중 
제1 채널을 위한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고자 시도하는 단계(516); 오버헤드 메시지가 수신된 후에 페
이징 채널들의 집합을 결정하는 단계(520); 및 상기 페이징 채널들의 집합이 상기 전용 제어 채널들의 부
집합인지를 결정하는 단계(52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스캐닝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오버헤드 메시지가 상기 제1 채널에서 발견될 때 상기 제1 채널이 상기 페이징 채널들의 
집합 내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52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스캐닝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채널이 상기 페이징 채널들의 집합 내에 있을 때 페이징 채널을 설립하는 단계
(528)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스캐닝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전용 제어 채널이 아닌 각 페이징 채널의 신호 강도를 스캔하고 저장하는 단계(530)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스캐닝 방법.

청구항 9 

다수의 변조 포맷들로 송신된 신호들을 갖는 채널들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바람직한 변조 포
맷을 검출하기 위한 제1 수단 및 바람직하지 않은 변조 포맷을 검출하기 위한 제2 수단을 포함하는, 채널 
상의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제2 수단이 바람직하지 않은 변조 포맷을 검출할 때 채널의 검
출을 종료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바람직하지 않은 변조 포맷이 SAT(Supervisory Audio Tone)이고 상기 바람직한 변
조 포맷이 초당 10  킬로비트 바이너리 주파수 시프트 키잉(10  kilobits  per  second  binary  frequency 
shift keyin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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