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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지역에서의 송신 형식 결합 지시기의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송신 형식 지시기의 전력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및 방

법을 제공한다.

다.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방법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이 핸드오프 영역에 위치할 경우 하향 공유 채널의 송신 형

식 결합 지시기의 전력 결정 방법으로서, 이동통신 단말로부터 활성 집합 내의 각 노드들의 채널 환경 정보를 수신하는 과

정과, 상기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하향 공유 채널의 전력 옵셋 값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전력 옵셋을 이용하여

하향 공유 채널의 송신 형식 결합 지시기의 전력을 결정하여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송신 형식 결합 지시기의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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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핸드오버 영역에 있는 이동단말과, 상기 이동단말과 통신할 수 있는 복수의 기지국들을 나타내는 활성집합 내의 기지국들

을 가지며, 상기 복수의 기지국들로부터 상기 이동단말로 전용채널들을 통해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를 포함하는 전용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복수의 기지국들 중 하나의 제1기지국으로부터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

를 포함하는 전용채널 데이터를 전용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하향 공유 채널을 통해 공유 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

1기지국의 전용채널 프레임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들은 전송되는 데이터 필드와 상기 전송되는 데이

터 필드의 전송 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전송형식 결합지시기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형식 결합 지시기 필드들의 각각은

상기 전용채널들을 통해 전송되는 전용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가 위치하는

제1필드와 상기 하향공유 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공유 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

비트가 위치하는 제2필드로 구성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선택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되는 상기 하향

공유 채널상의 상기 공유 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력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은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력이 상기 전용채널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지국의 상기 전용채널 데이터

의 전송전력과, 상기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송전력비보다 큰 값으로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송전력 레벨을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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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송 전력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의 활성집합 내에 속한 기지국의 수, 기지국의 종류에 따라 전력 레벨을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송 시 사이트 선택 신호(SSDT)를 이용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2.

핸드오버 영역에 있는 이동단말과, 상기 이동단말과 통신할 수 있는 복수의 기지국들을 나타내는 활성집합 내의 기지국들

을 가지며, 상기 복수의 기지국들로부터 상기 이동단말로 전용채널들을 통해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를 포함하는 전용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복수의 기지국들 중 하나의 제1기지국으로부터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

를 포함하는 전용채널 데이터를 전용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하향 공유 채널을 통해 공유 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

1기지국의 전용채널 프레임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들은 전송되는 데이터 필드와 상기 전송되는 데이

터 필드의 전송 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전송형식 결합지시기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형식 결합 지시기 필드들의 각각은

상기 전용채널들을 통해 전송되는 전용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가 위치하는

제1필드와 상기 하향공유 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공유 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

비트가 위치하는 제2필드로 구성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선택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되는 상기 하향

공유 채널상의 상기 공유 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력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모든 전용채널의 신호들의 합과 공유 채널의 수신 전력을 비교하여 상기 제2전

송형식 표시비트의 전력 옵셋을 결정한 후 상기 전력 옵셋을 상기 제1기지국으로 전송하여 전력을 결정하는 전력 결정 방

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옵셋의 전송은 궤환정보필드를 이용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궤환정보필드로 전송되는 전력 옵셋의 전송은 사이트 선택 신호(SSDT)를 이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궤환정보필드는 S필드와 D필드를 합하여 2비트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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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D필드의 크기에 S필드의 크기가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7.

제 25항에 있어서,

숏 사이트 선택신호가 사용되는 경우 전력 옵셋이 3슬롯동안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롱 사이트 선택신호가 사용되는 경우 전력 옵셋이 15슬롯동안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9.

핸드오버 영역에 있는 이동단말과, 상기 이동단말과 통신할 수 있는 복수의 기지국들을 나타내는 활성집합 내의 기지국들

을 가지며, 상기 복수의 기지국들로부터 상기 이동단말로 전용채널들을 통해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를 포함하는 전용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복수의 기지국들 중 하나의 제1기지국으로부터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

를 포함하는 전용채널 데이터를 전용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하향 공유 채널을 통해 공유 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

1기지국의 전용채널 프레임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들은 전송되는 데이터 필드와 상기 전송되는 데이

터 필드의 전송 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전송형식 결합지시기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형식 결합 지시기 필드들의 각각은

상기 전용채널들을 통해 전송되는 전용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가 위치하는

제1필드와 상기 하향공유 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공유 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

비트가 위치하는 제2필드로 구성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선택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되는 상기 하향

공유 채널상의 상기 공유 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력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의 제어기는 상기 이동단말의 활성집합의 수에 따라 상기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력보다 큰 값의 전력

옵셋을 결정하여 상기 제1기지국으로 전달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 제어기로부터 상기 제1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전력 레벨 옵셋은 NBAP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함을 특징으

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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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력 레벨 옵셋은 NBAP의 메시지 중 라디오 링크 리컨피그레이션(Radio Link Reconfiguration) 메시지를 이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레벨 옵셋은 NBAP의 메시지 중 라디오 링크 셋업(Radio Link Setup) 메시지를 이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33.

핸드오버 영역에 있는 이동단말과, 상기 이동단말과 통신할 수 있는 복수의 기지국들을 나타내는 활성집합 내의 기지국들

을 가지며, 상기 복수의 기지국들로부터 상기 이동단말로 전용채널들을 통해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를 포함하는 전용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복수의 기지국들 중 하나의 제1기지국으로부터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

를 포함하는 전용채널 데이터를 전용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하향 공유 채널을 통해 공유 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

1기지국의 전용채널 프레임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들은 전송되는 데이터 필드와 상기 전송되는 데이

터 필드의 전송 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전송형식 결합지시기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형식 결합 지시기 필드들의 각각은

상기 전용채널들을 통해 전송되는 전용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1전송형식 표시비트가 위치하는

제1필드와 상기 하향공유 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공유 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

비트가 위치하는 제2필드로 구성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선택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되는 상기 하향

공유 채널상의 상기 공유 채널 데이터의 전송형식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력을 결정하기 위한

이동국의 장치에 있어서,

활성집합 내의 각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공통채널 파일럿 신호들을 각각 수신하여 그 크기를 출력하는 공통채널 파일

럿 추정기들과,

상기 공통채널 파일럿 추정기들로부터 각 파일럿 신호의 크기를 이용하여 상기 제2전송형식 표시비트의 전력 옵셋 값을

결정하는 하향 전송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를 적어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장치.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 전송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는,

상기 전력 옵셋 값을 궤환정보필드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장치.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궤환정보필드로 전송되는 전력 옵셋의 전송은 사이트 선택 신호(SSDT)를 이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장치.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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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궤환정보필드는 S필드와 D필드를 합하여 2비트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장치.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D필드의 크기에 S필드의 크기가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장치.

청구항 38.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궤환정보필드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부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장치.

청구항 39.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트 선택신호가 숏 사이트 선택신호가 사용되는 경우 3 슬랏을 통해 상기 전력 옵셋 값을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장치.

청구항 40.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트 선택신호가 롱 사이트 선택신호가 사용되는 경우 15슬랏을 통해 상기 전력 옵셋 값을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동기 이동통신 방식에서 사용하는 채널 중에 하향 공유 채널(DSCH: Downlink Shared Channel, 이하

"DSCH"라 칭함)의 송신전력제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핸드오버 영역에서 상기 DSCH를 사용하는 단말기(UE: User

Equipment, 이하 "UE"라 칭함)에게 할당되는 하향 전용 물리 채널(DL_DPCH: Downlink Dedicated Physical Channel,

이하 DL_DPCH라 칭함)중에 송신 형식 결합 지시기(TFCI: Transmi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이하 "TFCI"라 칭

함)를 전송하여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세대 이동통신 방식 중 유럽에서 사용하는 비동기 이동 통신 방식인 WCDMA에서 사용하는 DSCH는 여러

사용자 혹은 단말기들이 공유하는 채널을 말한다. 상기 DSCH는 10[ms] 라디오 프레임 단위로 사용자, 혹은 UE에게 패

킷 데이터, 혹은 기타 고속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 시분할되어 할당되는 채널이다. 상기 DSCH는 프레임 단위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전송율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WCDMA방식에서 기지국과 UE사이에 설정되는 전용 채널(DCH: Dedicated

Channel, 이하 "DCH"라 칭함)과 마찬가지로 슬랏 단위로 전력 제어가 가능한 채널이다. 상기 라디오 프레임은 WCDMA방

식에서 신호를 전송하는 기본 단위이며 길이는 10[ms]이고, 15개의 슬랏이 모여 라디오 프레임을 구성한다. 또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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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H는 순수하게 사용자 데이터만 전송하는 채널이며, DSCH의 전력제어는 상기 DSCH가 UE에게 할당될 때 동시에 할

당되는 상향 전용 채널(UL_DCH: Uplink Dedicated Channel, 이하 "UL_DCH"라 칭함)로 전송되는 송신전력제어(TPC:

Transmit Power Control, 이하 "TPC"라 칭함)비트의 제어를 따른다. 그리고, 상기 TPC는 상기 DSCH에 부합되어 할당

되는 DL_DCH의 전력제어에도 사용하게 된다(3GPP TS 25.214). 트랜스포트 채널인 상기 DL_DCH는 물리채널인 DL_

DPCH로 전송된다. 상기 DSCH는 하나의 UE 혹은 사용자에게 연속적으로 몇 개의 프레임동안 전송될 수 있으며, 단 한 개

의 프레임이 전송될 수도 있다. 한편, 다수의 UE에게 상기 DSCH를 언제 전송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상위 계층의 스케쥴

링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를 상기 UE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상위 계층의 시그널링 혹은 상기 DSCH에 부합되어 설

정되는 DL_DPCH의 TFCI를 통해서 알려주게 된다.

상기 DSCH의 구조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도 1(a)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참조부호 101은 DSCH 10[ms] 단위의 라디

오 프레임(radio frame)을 도시한 것이고, 참조부호 103은 한 슬랏을 도시하였다. 상기 도 1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프레임(101)인 DSCH 라디오 프레임은 15개의 슬랏으로 구성된다. 또한 슬랏인 DSCH 슬랏(103)은 2560 칩(Chip)의 길

이를 갖는다. 상기 도 1(a)의 하나의 DSCH 슬랏(103)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양은 DSCH 슬랏에 사용되는 확산율(SF:

Spreading Factor, 이하 "SF"라 칭함)에 반비례하며, 상기 확산율은 4부터 256까지의 값을 갖는다.

상기 도 1의 (b)는 기지국에 의해 UE에게 할당된 DL_DCH가 전송되는 DL_DPCH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며, 상기 도 1

(a)의 DSCH가 사용될 경우에도 상기 DSCH의 전력 제어 및 시그널링을 위하여 상기 DSCH에 부합되어 할당되는 채널이

다. 상기 도 1의 (b)에 도시된 참조부호 111은 DL_DPCH의 라디오 프레임을 도시하였으며, 상기 DL_DPCH의 한 슬랏은

DATA1(113), TPC(112), TFCI(Transmi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이하 "TFCI"라 칭함)(114), Data2(115), 그

리고 Pilot(116)으로 구성된다. 상기 DL_DPCH의 한 슬랏은 슬랏을 구성하는 DATA1, TPC, TFCI, Data2, Pilot의 길이

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상기 도 1(b)의 DATA1(113)과 DATA2(115)는 하향 전용 데이터 물리 채널(Downlink Dedicated data physical

channel: 이하 "DL_DPDCH"라 칭함)이라고 하며, 사용자 데이터와 상위 레이어의 시그널링 정보가 전송되는 채널이다.

상기 도 1의 (b)중 TPC(112), TFCI(114). Pilot(116)은 DL_DPCCH을 구성한다. 상기 TPC(112)는 UE로부터 기지국으

로 전송되는 상향 채널들의 송신 전력을 조절하는 명령어를 전송하는 필드이며, 상기 Pilot(116)은 UE가 수신하는 하향 신

호의 전력제어를 위해 UE가 하향 신호의 전송 전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드이다. 이는 UE가 이를 측정하여 하향

신호의 전력 제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기 TFCI(114)는 DL_DPCH로 데이터 레이트가 서로 다른 트랜스포트 채

널(Transport channel)들이 전송되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부호어를 전송하는 필드이며, 1024 종류의 TFC(Transport

Format Combination)에 대하여 각각의 TFC에 부합하는 TFCI를 전송한다.

상기 TFCI의 전송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표준에서는 (32,10)부호화 방법을 사용한

다. 상기 1024종류의 TFC는 10자리의 이진수로 표시되어 상기 (32,10)부호기를 거쳐 32개의 부호화된 비트로 표현되고,

상기 32개의 부호화된 비트들은 2개가 천공되어 각 슬랏마다 2비트씩 한 프레임단위로 UE로 전송된다. 즉, 하나의 라디오

프레임은 15 슬랏으로 구성되므로 30비트를 송신할 수 있다. 따라서 총 30비트를 송신할 수 있으므로 (32,10)에 의해 부호

화 되므로 2비트가 천공된 후 각 슬랏마다 2비트씩 전송된다. 또한, 상기 DL_DSCH에 부합되어 DL_DPCH가 할당되는 경

우에는 상기 TFCI(114)는 상기 DL_DSCH용 TFCI와 DL_DPCH용 TFCI가 동시에 전송된다.

상기 TFCI(114)가 상기 DL_DSCH용 TFCI와 DL_DPCH용 TFCI로 구별하여 전송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상기 TFCI(114)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 프레임동안 30개의 부호 심볼이 전송되고, 상기 30개의 부호 심볼이 하나의 TFCI

부호어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30개의 부호 심볼로 구성되는 TFCI(114)를 둘로 구분하여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논리

분할모드방법(Logical Splitted mode method)라 불리며, DL_DSCH용 TFCI와 DL_DPCH용 TFCI로 미리 구별하지 않고

상기 30개의 부호심볼을 전송받아 이를 논리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경분할모드 방법(Hard

Splitted mode method)으로 불리며, 상기 30개의 부호 심볼을 전송함에 있어서 DL_DSCH용 TFCI와 DL_DPCH용 TFCI

로 구별하여 전송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상기 2가지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논리분할모드 방법은 UE가 수신한 30개의 부호 심볼로부터 길이 10의 TFCI부호어를 복호한 후, 상기 복호된

10개의 부호어 중에서 몇 개는 DL_DPCH용으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DL_DSCH용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한편, 상기 경

분할모드 방법은 전송되는 30개의 부호 심볼에서 몇 개는 DL_DPCH용 TFCI로 전송되어 복호되고, 나머지는 DL_DSCH

용 TFCI로 전송되어 각각 별개의 복호 과정을 거쳐 사용된다.

도 2는 DSCH를 수신하는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의 상, 하향 신호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설명의 편이를 위해 두 개의 Node B만을 고려하였고, 각각의 Node B가 서로 다른 RNC에 속해 있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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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ode B와 RAN는 3세대 이동통신 표준 중 비동기 이동통신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UTRAN(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이하 "UTRAN"이라 칭함)의 구성요소이다. 상기 UTRAN은 UE를 제외한 비동기 이

동통신 표준에 있는 다른 구성 요소들을 통칭하는 요소로서, Node B는 기지국을 칭하는 용어이고, RNC(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함)는 상기 Node B를 제어하는 UTRAN의 요소이다.

또한, 소프트 핸드오버(SOH: Soft Handover - 이하 "SOH"라 칭함)는 으의(2 이동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UE(211)가 이

동하여 기존에 통신중인 기지국에서 점점 멀어져 다른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까지 이동하였을 경우, 다

른 기지국에서도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소프트 핸드오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UE(211)가 양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하는

중에 호의 이양이 발생한다. 이러한 호의 이양은 UE(211)가 양 기지국과 통신 중에 일정시간 동안 신호의 품질이 적정 수

준에 이르지 못하는 기지국과의 채널은 해제한다. 그리고, 수신 신호의 품질이 좋은 기지국으로의 통화를 설정하여 끊이지

않고 통신을 계속한다.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소프트 핸드오버라 한다. 상기 소프트 핸드오버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UE(211)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도달하면, 일단 상기 UE(211)로 신호를 송신하고 있는 기지국은 송신 전력

을 낮춘다. 이는 UE(211)와 통신을 수행하는 기지국간 상호 원활하게 통화이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UE

(211)는 기존 기지국에서의 송신 전력의 크기와 새로이 신호가 수신되는 상대편 기지국에서의 송신 전력의 크기를 단순

또는 가중합산한다. 그리고 UE(211)는 양기지국으로 상기 합산한 값에 따른 적정의 전력이 되도록 기지국의 송신전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기지국으로부터 활성영역 내의 UE(211)에 브로드캐스트하게 전송되는 신호의 송신전력 크기뿐만

아니라, UE(211)로부터 활성영역 내의 기지국으로 브로드캐스트하게 송신되는 신호의 송신전력의 크기도 함께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인접한 UE(211) 및 기지국간의 인터피어런스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게 된다.

상기 도 2의 Node B1(201)은 UE(211)에게 DSCH와 이에 대응하는 DL_DCH를 전송하는 프라이머리 기지국이며, Node

B2(203)는 UE(211)의 위치 이동으로 인해 UE(211)에게 하향 신호(DL_DCH)만를 전송하는 세컨더리 기지국이다. 이와

같이, 상기 UE(211)에게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기지국들의 집합을 활성집합(Active set)이라고 한다. 상기 도 2에서

DSCH를 수신하고 있는 UE(211)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도 2의 Node B1

(201)로부터는 DSCH와 DL_DCH를 수신하지만, Node B2(203)로부터는 DL_DCH만을 수신하는 것에 있다.

상기 DSCH가 소프트 핸드오버를 지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DSCH가 DL_DCH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속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기지국의 채널자원을 많이 사용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 DSCH의 소프트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활성집합 내의 모든 node B가 상기 SCH를 지원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갖추어야 하지만 상

기 알고리즘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node B가 동기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동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각 기지국 사이에 동기를 모르므로 타이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 DSCH는 다수의 UE들이 공유하고

있는 채널이라 각 UE가 사용하는 시점에 대한 정교한 스케쥴링이 이루어지는데, 이 스케쥴링을 고려하여 다른 기지국에서

UE에게 DSCH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구현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기 도 2에서 Node B1(201)과 Node B2(203)에서 전송되어 UE(211)에서 수신되는 DL_DCH들은 연결합(Soft

Combining)되어 해석된다. 즉, 상기 연결합이라 함은 UE(211)에게 수신된 각각의 신호들을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결합의 목적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동일한 정보를 합산한 후, 이를 해석하여 UE(211)에게 수신된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다.

상기 연결합은 UE(211)에게 동일한 정보가 서로 다른 기지국에서 오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

가 각각의 기지국에서 UE(211)에게 수신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합을 해봐야 잡음 성분만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

합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상기 DL_DCH의 해석에서 각각의 Node B(201, 203)로부터 전송되는 하향 신호들은 상기 도 1

의 (b)에서 도시되어 있는 TPC(112)만을 제외하고는 연결합되어 해석된다. 상기 도 1의 (b)에 도시된 TPC(112)가 따로

해석되는 이유는 UE(211)의 위치가 일정하기 않기 때문이다. 즉, UE(211)의 위치에 따라 Node B1(201)으로부터 수신하

는 신호는 강하고, Node B2(103)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는 약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Node B에서 오는 TPC는 값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연결합을 사용하지 않고 해석한

다.

상기의 설명과 같이 TPC(112)를 제외한 DL_DCH의 다른 필드들은 상호 연결합되어 해석되기 때문에, 상기 도 2의 node

B(201)과 node B(203)으로부터 전송되는 DL_DCH중 TFCI부분도 연결합되어 해석된다. 즉, 상기 도 2의 node B(201)은

UE(211)로 DL_DCH와 DSCH를 같이 전송하므로 상기 DL_DCH와 DSCH용 TFCI를 각각 전송하게 된다.

상기 TFCI를 전송하는 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논리분할모드방법과 경분할모드방법이 있다. 상기 논리분할모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단 30개의 TFCI 부호화 비트가 상기 UE(211)로 수신된 후 복호되어 DL_DCH용 TFCI와

DSCH용 TFCI로 구별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상기 도 2의 node B(201)과 node B(203)이 각각 서로 다른 RNC에 속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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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지라도 node B(201)과 node B(203)이 동일한 TFCI부호화 비트를 보낼수 있도록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표준안

에서 규정해 놓았다. 그렇지만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표준안에서 경분할모드 방법으로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경우,

상기 DSCH용 TFCI의 값을 RNC가 다른 node B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그널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도

2의 UE(211)의 활성집합 내의 Node B(201)과 Node B(203)의 RNC가 다른 경우에 상기 Node B(203)은 DSCH용 TFCI

의 값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상기 Node B(203)는 DSCH용 TFCI가 전송될 자리에는 전송을 하지 않게 된다.

상기 도 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TFCI는 UE(211)에서 수신된 후, 연결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상기 Node B(203)이

DSCH용 TFCI를 전송하지 않는다면 상기 UE(211)이 수신하는 DSCH용 TFCI는 Node B(201)에서 전송되는 TFCI외에

는 없다. 따라서, 상기 UE(211)이 수신하는 DL_DCH는 Node B(201)와 Node B(203)를 연결합된 후, 이를 고려하여 상

기 UE(211)에 의해 전력제어가 되는 채널이 된다. 이에 반하여, 상기 DSCH용 TFCI는 node B(201)만을 고려함으로 인해

UE(211)는 불안정한 전력으로 신호를 수신한다. 이러한 경우 DSCH용 TFCI는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DSCH를 수신하는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서 DSCH용 TFCI를 올바르게 수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DSCH를 전송하는 기지국이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서 DSCH용 TFCI를 신뢰도있게 전송할 수 있

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SCH를 전송하는 RNC가 DSCH용 TFCI를 전송함에 있어서 RNC가 DSCH를 전송하는 프라이

머리 기지국이외의 다른 node B의 수를 고려하여 DSCH용 TFCI의 상대적인 파워 옵셋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기

DSCH용 TFCI의 전송전력을 제어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SCH를 수신하는 UE가 활성집합 내의 각 node B들의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와 파일럿 신호

의 크기를 측정한 후, 그 결과치를 DSCH를 전송하는 RNC로 전송하여 상기 RNC가 상기 UE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바탕

으로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DSCH의 송신전력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SCH를 수신하는 UE가 UL_DCH의 궤환정보필드를 이용하여 상기 프라이머리 기지국에서 전

송되는 DSCH용 TFCI의 송신전력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SCH를 수신하는 UE가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의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를 Node B

로 전송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신뢰성있는 송신을 위해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의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를 수신한 Node B가 상기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SCH를 수신하는 UE가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의 제어를 위해 UL_DCH의 궤환정보필드

로 전송될 데이터를 결정함에 있어서 활성집합내의 개개의 Node B들의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와 파일럿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개념을 도시한 도면으로 본 발명의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UE의 활성집합에서 node B가 2개인 경우

를 가정하였으며, 상기 node B들이 각각 서로 다른 RNC 에 속해있으며, TFCI는 경분할모드로 전송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상기 도 3에서 RNS(Radio Network System: 이하 RNS로 칭함)는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표준에서 RNC와 상기 RNC가

제어하는 node B들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상기 RNS(Radio Network System) A(301)은 RNC A(303)와 RNC A

(303)의 제어를 받는 node B 1(305)를 가르키고, RNS B(331)은 RNC B(333)과 RNC B(333)의 제어를 받는 node B2

(335)를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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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3에서 UE(311)은 활성집합으로 node B1(305)와 node B2(335)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node B1(305)로부터

DL_DCH와 DSCH(321)을 함께 수신하며, node B2(335)로부터 DL_DCH(323)만을 수신한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서는

상기 DSCH용 TFCI는 DL_DCH용 TFCI와 동일한 송신 전력으로 전송되었기 때문에 상기 DSCH용 TFCI를 수신받는 UE

(311)가 TFCI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때, 상기 node B1(305)로부터 전송되는 DL_DCH

에서 DSCH용 TFCI부분은 상기 RNC A(303)에 의해서 송신 전력 옵셋이 적용되어 전송된다. 상기 RNC A(303)에 의해서

결정되는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은 상기 RNC A(303)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상기 도 3의 DSCH를 수신받

는 UE(311)가 전송하는 정보(325)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상기 도 3의 node B 1(305)에 의해 전송되는 TFCI는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 4의 TFCI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상

기 도 3의 RNC A(303)이며, 상기 도 4에서는 경분할모드 TFCI 전송에 있어서 DSCH용 TFCI부호의 수와 DL_DPCH용

TFCI 부호의 수가 동일한 경우를 가정하여 도시한 것이다. 즉, 상기 경분할모드 TFCI전송 방법에 있어서 DL_DCH용

TFCI의 수와 DSCH용 TFCI의 수는 가변될 수 있으며, (k,10-k)에 대하여 가능하다. 상기 k는 DL_DCH용 TFCI의 수이며,

10-k는 DSCH용 TFCI의 수이고, k의 값은 1에서 9사이의 정수이다. 상기 도 4에서 401은 DL_DPCH용 TFCI 부호어를

가르키며, 403은 DSCH용 TFCI 부호어를 가르킨다.

상기 도 4는 하나의 라디오 프레임 (10 ms)동안 전송되는 TFCI 부호어를 도시한 것이며, 상기 하나의 라디오 프레임에서

전송되는 TFCI 부호어는 30개이고, 하나의 슬랏마다 2비트씩 전송된다. 상기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UE(311)

에게 TFCI를 전송하는 Node B2(335)는, 세컨더리 기지국으로서 DPCH용 TFCI의 값은 알지만, DSCH용 TFCI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상기 도 4와 같은 TFCI의 전송 형태에 있어서 DSCH용 TFCI가 전송될 자리에는 전송을 하지 않고 DL_

DPCH용 TFCI만을 전송하게 된다.

도 5와 도 6을 참고로 하여 상기 도 4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개념에 대해 더 상세한 기술을 한다.

상기 도 5는 제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표준에서 Node B에서 UE로의 하향 전송시에 전송되는 DL_DCH의 송신 전력을

설정하는 것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에서 Data 1(501)과 Data 2(504)는 송신전력 P(511)로 전송되며, 상기 송신전

력 P(511)은 UE(311)에서 전송되는 TPC(502)와 상기 Data 1(501)과 Data 2(504)로 전송되는 Data의 QoS(Quality of

Service: 이하 QoS로 칭함)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TPC(502)와 TFCI(503), Pilot(505)는 상기 Data 1(501)과 Data 2

(504)가 송신되는 전력 P에 각각 Poffset1(512), Poffset2(503), Poffset3(505)가 적용되어 전송된다. 또한, 상기 Poffset1

(512), Poffset2(513), Poffset3(514)의 값은 Node B의 또는 RNC의 상위 레이어에서 결정하게 된다. 상기 도 5에서 TFCI

(503)이 전송되는 종래 기술은 도 6의 (a)와 같다. 상기 도 6 (a)의 DPCH용 TFCI(601)과 DSCH용 TFCI(602)는 데이터

부분의 파워 옵셋 P(511)와 상위레이어에 의해 결정되는 Poffset2에 의해서 전송되며, DPCH용 TFCI (601)과 DSCH용

TFCI (602)의 송신 전력의 차이는 없다. 상기와 같이 DPCH용 TFCI와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의 차이가 없을 경우 발

생되는 문제점은 상기의 종래기술의 설명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 즉, TFCI가 경분할모드로 전송되고, UE안의 활성집합안

의 node B가 각각 서로 다른 RNC에 속해있을 경우, UE에게 수신되는 DSCH용 TFCI의 수신 전력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도 6의 (b)와 도 6의 (c)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안된 기술이다. 상기 도 6의 (b)는

DPCH용 TFCI(611)과 DSCH용 TFCI(612)의 송신 전력을 다르게 하여 전송하는 방법이다. 상기 DSCH용 TFCI(611)은

종래 기술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부분의 송신전력 P(511)에 상위레이어에서 결정되는 TFCI용 전력 옵셋 Poffset2가 적용되

어 전송되며, DSCH용 TFCI(612)는 DSCH용 TFCI만을 위한 전력 옵셋 Poffset4(614)가 적용되어 전송된다. 상기 DSCH

용 TFCI용 전력옵셋 Poffset4(614)는 DSCH를 전송하는 RNC가 결정할 수도 있고, DSCH를 수신하는 UE가 전송하는 정보

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상기 도 6의 (c)는 DPCH용 TFCI(611)과 DSCH용 TFCI(612)의 송신 전력을 동일하게 하여 전송하는 방법이나 종래 기술

과의 차이점은 DPCH용 TFCI(611)의 송신 전력을 DSCH용 TFCI(612)의 송신 전력에 맞추어 전송하는 것이다. 즉, TFCI

의 전송 전력을 데이터 부분의 전송전력 P에 DPCH용 TFCI 전송 전력 옵셋 Poffset2와 DSCH용 TFCI 전송 전력 옵셋

Poffset4를 더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상기 도 6의 (c)의 방법은 DPCH용 TFCI의 UE 수신 전력이 약간 과다해 질 수 있으나

DL_DPCH 한 슬랏에서 TFCI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TFCI부분의 과다 수신 전력으로 인한 간섭잡음 발생은 미

미할 것이며, DSCH용 TFCI의 수신 전력은 상기 DSCH용 TFCI가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을 전송의 전력이기 때문에

DSCH용 TFCI의 오류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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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3, 4 ,5 ,6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DSCH를 수신하는 UE가 핸드오버지역에 있고, 상기 UE의

활성집합안의 node B들이 각각 서로 다른 RNC에 속해 있고, 상기 DSCH를 위한 TFCI가 경분할모드로 전송되고 있을 경

우, 상기 프라이머리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DSCH용 TFCI의 UE 수신 전력이 상기 DSCH용 TFCI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 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기 DSCH용 TFCI의 전송 전력의 설정에 있어 별도의 파워 옵셋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별도의 파워 옵셋을 결정하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첫 번째 방법은 UE가 현재 활성 집합 내의 각

node B와 UE사이의 채널 환경정보를 UTRAN으로 보고하여 상기 UTRAN이 DSCH용 전력 옵셋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이

고, 두 번째 방법은 UE가 현재 활성집합내의 각 node B와 UE사이의 채널 환경 정보를 측정하여 UE가 DSCH용 전력 옵셋

의 값을 결정하여 UTRAN으로 보고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UTRAN이 현재 UE의 활성집합내의 node B의 종류에

따라 DSCH에 적용할 파워 옵셋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첫 번째 방법은 종래 비동기 이동 통신 표준안에서 사용하는 사이트 선택 신호(SSDT:Site Selection Diversity: 이하

SSDT라 칭함)를 이용하여 정해진 DSCH용 TFCI 전력 옵셋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개의

가변적인 DSCH용 TFCI 전력 옵셋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즉, 상기 UE가 보고하는 측정치외에 UTRAN은 상기

UE의 활성집합안에 속한 node B의 수와 종류에 따라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상기 node

B의 수는 활성집합안의 node B의 개수이며, 상기 node B의 종류는 활성집합내의 node B가 DSCH를 전송하는 node B와

동일한 RNC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상기 SSDT는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한 UE가 상기 UE의 활성집합에 있는 각각의 Node B들에 대해 임시 식별자

(Temporary Identification)를 부여한 후, 상기 Node B들 중에서 UE의 수신신호 품질을 가장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Node B를 프라이머리 트랜스미터로 선택한다. 그리고, 상기 프라이머리 트랜스미터로 선택된 Node B만 상기 UE에 DL_

DPDCH를 전송하고, 상기 전송신호가 가장 좋은 Node B 이외의 다른 Node B들은 DL_DPCCH만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활성 집합 내의 모든 Node B들이 전송하는 각각의 DL_DPDCH를 이동국이 동시에 수신함으로 인해 발생시키는 간섭 신

호의 양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이다.

상기 SSDT에서 DL_DPDCH를 전송하는 기지국을 프라이머리(Primary) 기지국이라고 하며, 상기 프라이머리 기지국은

활성집합내의 모든 node B로부터 오는 공통 파일럿 채널(CPICH)의 측정 정보에 의해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즉, 상기

SSDT에서 프라이머리 기지국을 갱신하는 방법은 먼저, 모든 Node B에 임시 식별자를 부여한 후, UE는 활성영역내의 모

든 Node B로부터의 CPICH 강도를 모니터링하여 가장 신호가 좋은 Node B의 임시 식별자를 FBI를 통해 활성집합 내의

모든 Node B로 전송하여 상기 Node B를 프라이머리 기지국으로 선택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가장 신호가 좋은

Node B를 프라이머리 기지국으로 갱신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SSDT를 이용하여 DSCH용 TFCI의 전력을 결정하는 방법은 상기 UE가 송신한 임시 식별자가 가르키는

node B가 DSCH를 전송하는 node B를 가르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DSCH용 TFCI에 적용할 전력 옵셋을 RNC 혹은 node

B가 결정하는 것이다. 즉, 상기 UE가 전송한 임시 식별자가 가르키는 기지국이 DSCH를 전송하는 node B를 가르키면, 상

기 RNC 혹은 node B는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DL_DCH용 TFCI의 송신 전력과 동일하게 하거나, 조금 큰 값으로

적용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의 크기에서 고정된 전력 옵셋을 적용하여 전송한다.

상기와 같이 SSDT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DSCH를 전송하는 node B가 프라이머리 기지국이면 상기 node B와 UE사이의

채널 환경이 제일 좋다는 의미이므로, DSCH용 TFCI 파워 옵셋이 필요하지 않거나 조금 큰값이 적용되면 되는 것이고, 상

기 node B가 프라이머리 기지국이 아니면 상기 DSCH를 수신 받는 UE와의 채널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큰 값의

DSCH용 TFCI 전력 옵셋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상기 SSDT를 이용하는 경우 UTRAN은 DSCH용 TFCI의 전력 옵셋에 대하여 고정된 값을 사용한다. 즉 DSCH를 전

송하는 node B가 프라이머리 기지국이냐 아니냐에 따라 일정한 고정된 전력 옵셋을 DSCH용 TFCI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데, 상기와 같이 고정된 전력 옵셋외에 UE와 상기 UE의 활성집합내의 node B들의 채널 환경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가변

적인 전력 옵셋을 DSCH용 TFCI에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가변적인 전력 옵셋을 DSCH용 TFCI에 사용할 수 있는 예는 하

기의 설명과 같다.

DSCH를 수신하는 UE가 UTRAN에게 현재 UE와 활성집합안의 node B들과의 채널 환경에 대한 정보를 보고한다. 또한,

상기 UTRAN은 일정시간 동안 상기 UE로부터 전송되어져 오는 UE와 활성집합 내의 node B들간의 채널 환경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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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와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들간의 채널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상기 UTRAN은 상기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UE에게 DSCH용 TFCI를 전송할 node B가 사용할 적정 파워 옵셋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상기 node B에

게 상기 파워 옵셋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UE가 송신한 정보를 가지고 UTRAN이 DSCH용 TFCI의 전송에 사용할 파워 옵셋에 관한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방

법에 있어서 UE는 활성집합내의 각 node B들로부터 수신하는 공통 파일럿 채널과 하향 전용 채널의 파일럿 필드의 신호

크기와 같은 측정값을 이용해서 송신할 정보를 결정하게 된다.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에 대한 측정 및 하향 전용 채널의 파

일럿 필드에 대한 측정은 UE가 UTRAN에게 송신할 정보를 결정할 경우 사용하는 정보의 한 예이다.

상기 UE가 UTRAN으로 송신할 정보에 대한 결정과정에 대한 일 예로, 상기 UE는 DSCH를 UE에게 송신하는 node B의

이전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크기보다 현재 수신되고 있는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의 크기가 크다면 채널 상황이 좋다

고 판단하고, 현 채널 상황에 맞는 정보를 상기 UTRAN에게 전송한다. 상기 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기 <표 1>을 참

조한다. 하기 <표 1>에서는 상기 UE가 UTRAN으로 전송하는 정보의 수를 6, 상기 UE의 활성집합내의 node B의 수는 2

로 가정하여 각 Node B는 상호 다른 RNC에 속한 node B로 가정하였다.

또한, 상기 현 채널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는 3세대 비동기 이동 통신 표준안에서 사용하는 SSDT를 위한 부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상기 SSDT를 위한 부호외에 본 발명에서 제시된 별도의 부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될 수도 있으며,

상기 SSDT를 위한 부호화 방법 혹은 본 발명에서 제시되는 별도의 부호화 방법에 대한 설명은 DSCH용 TFCI의 전력 옵

셋을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채널상황에 대한 정보를 UTRAN으로 전송할 UE가 채널 상황의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 최초 진입 그 당시의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크기이고, 그 이후부터는

상기 UE가 상기 채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시점의 공통 파일럿 채널의 크기로 가정하였다.

[표 1]

기준값과 측정값의 차이(공통 파일럿

신호 크기)
채널 상황 (UE판단) 전송 부호 UTRAN 적용 파워 옵셋

6 dB 이상 매우 나쁨 00000 4 dB

4 dB 이상 상당히 나쁨 01001 3 dB

2 dB 이상 나쁨 11011 2 dB

0 dB 이상 보통 10010 1 dB

- 2 dB 이상 좋음 00111 0 dB

- 4 dB 이상 아주 좋음 01110 - 2 dB

상기 <표 1>에서 UTRAN은 상기 UE로부터 일정간격 수신되는 현 채널상태에 대한 신호를 각각 판단해서 DSCH용 TFCI

의 송신에 사용할 파워 옵셋을 결정할 수도 있고, 수회 수신하는 동안 수신된 정보의 변화 추이를 판단하여 DSCH용 TFCI

의 송신에 사용할 파워 옵셋을 결정할 수 있다. 상기 <표 1>에서 UTRAN에서 DSCH용 TFCI에 적용하는 파워 옵셋의 크

기를 상기 UE가 측정한 CPICH의 신호 크기의 차이보다 작게 한 것은 UE로 전송하는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에 급격

한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며, 필요에 따라 상기 파워 옵셋의 크기를 상기 UE가 측정한 CPICH의 신호 세기의 차이와

동일하게 할 수도 있으며, 크게 할 수도 있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에 적용할 파워 옵셋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중에 첫 번째 방법인 파워 옵셋의 크기를

CPICH 신호 크기의 차보다 작게한 것은 인접 기지국에 미치는 간섭 신호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DSCH

용 TFCI의 송신 전력을 적정 송신 전력에 못 미치게 하는 단점이 있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에 적용할 파워 옵셋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중에 두 번째 방법인 파워 옵셋의 크기가

CPICH 신호 크기의 차와 동일하게 되는 방법은 UE의 수신신호의 변화를 그대로 적용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DPCH와

CPICH의 데이터 전송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DSCH용 TFCI에 적용할 파워 옵셋을 사용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상기 세 번째 방법인 파워 옵셋의 크기가 CPICH 신호의 크기 차보다 크게 하는 방법은 UE로 송신될 DSCH용 TFCI의 송

신 전력을 크게 하여 UE가 적정한 신호를 신속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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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에서 사용한 DSCH를 송신하는 node B의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크기외에 UE가 현재의 채널 상황을 판단

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치로, 활성집합내의 모든 node B의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 활성집합내에서 DSCH를 송신하는

node B의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와 상기 node B를 제외한 다른 node B중에서 신호의 세기가 제일 큰 공통 파일럿 신호

의 크기의 차, DSCH를 전송하는 node B의 DL_DPCCH의 파일럿 필드의 크기, 상기 활성집합내의 모든 node B들로부터

송신되는 DL_DPCCH의 파일럿 필드의 크기, 활성집합내에서 DSCH를 송신하는 node B의 DL_DPCCH의 파일럿 신호의

크기와 상기 node B를 제외한 다른 node B중에서 신호의 세기가 제일 큰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의 차등을 사용할 수 있

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을 결정하는 방법중 두 번째 방법은 UE가 UE와 활성집합내의 node B들과의 채널

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치를 이용하여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을 결정하여 UTRAN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과의 차이는 상기 첫 번째 방법에서는 DSCH용 TFCI의 송신 전

력 옵셋을 RNC가 결정하지만, 두 번째 방법에서는 UE가 현 채널상태를 직접 측정하고, 그 레벨을 직접 결정하여 그에 부

합되는 정보를 UTRAN으로 전송하여 상기 UTRAN이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상기 두 번째 방법에서 UE는 상기 UE의 활성집합안의 각 node B들로부터 수신되는 CPICH 수신 전력, DL_DPCCH의 파

일럿 필드의 수신 전력등을 측정하여 각 node B와의 채널 환경을 추정하고, 상기 node B가 DSCH를 송신하는 node B와

동일한 RNC에 속해있는지를 판단하여 수신할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을 결정하게 된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의 결정에서 UE는 첫 번째 방법에서 사용된 SSDT를 이용하여 DSCH용 TFCI의 송

신 전력의 옵셋을 UTRAN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SSDT에 사용되는 8가지 부호어에 각각 다른 DSCH용 TFCI의 송신 전

력의 옵셋을 대응시켜 UTRAN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상기 SSDT용 부호가 전송되는 UL_DPCCH의 궤환정보필드

(Feedback Information Field: 이하 FBI라 칭함)에 다른 부호어를 사용하여 DSCH용 TFCI의 전력 옵셋을 UTRAN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의 옵셋을 전송하는 방법중에서 SSD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하기와 같다. 도 7

은 UE가 DSCH용 TFCI의 전송 전력 옵셋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기 UE

의 활성 집합 내의 node B의 수를 2개로 하여 각각의 node B들은 서로 다른 RNC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였다. 상기 도 7의

Node B1(701)은 UE(711)에게 DL_DCH와 DSCH를 전송하는 프라이머리 기지국이고, 상기 도 4의 Node B2(703)는 활

성집합으로 새로이 포함된 세컨더리 기지국으(Node B)로서 UE(711)에게 DL_DCH만을 전송한다. 상기 도 7의 UE(711)

는 Node B1(701)로부터 DSCH와 DL_DCH를 수신하고, Node B2(703)로부터는 DL_DCH를 수신하며, 상기 Node B1

(701)과 Node B2(703)에게는 UL_DCH를 전송한다. 상기 UL_DCH는 UE(711)가 Node B의 구별 없이 전송하는 신호이

며, Node B1(701)과 Node B2(703)는 UE(711)로부터 전송된 UL_DCH를 수신하여 Node B와 UE간의 채널상태를 각각

해석한다.

SSDT를 사용하여 UTRAN으로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을 전송하는 방법에서 UE(711)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들어가면, 상기 UE(711)는 Node B1(701)의 공통 파일럿 채널과 상기 Node B2(703)의 공통 파일럿 채널을 함께 수신한

후, 상기 각각의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상기 Node B1(701)과 Node B2(703) 중에 프라이머리 기지

국을 선정한다. 프라이머리 기지국으로 선정된 Node B의 임시식별자는 UE(711)에 의해 UL_DCH의 궤환정보(Feedback

Information: 이하 "FBI"라 칭한다.)필드로 전송되고, 상기 전송된 프라이머리 기지국에 대한 임시식별자는 상기 UE의 활

성집합안의 각 node B 에게 수신이 되고, 상기 활성집합안의 node B중에서 DSCH를 전송하는 node B는 자신이 프라이머

리 기지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상기 UE(711)에게 전송할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을 결정한다.

상기 FBI의 구조는 도 8(a)에 도시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2비트이다. 상기 도 8(a)의 참조부호 801은 FBI필드 중 S-필드

로서 WCDMA에서 송신안테나 다이버시티 를 사용하는 경우 UE(711)가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궤환정보의 필드이고, 참조

부호 803은 D-필드로서 WCDMA에서 SSDT를 사용하는 경우 UE(711)가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궤환정보의 필드이다. 상

기 S-필드(801)는 0 비트 혹은 1 비트의 길이를 가지며, 상기 S-필드(801)가 0비트인 경우 송신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상기 D-필드(803)는 0,1,2비트의 길이가 사용되며, D-필드(803)가 0비트인 경우 SSDT가 사용되

지 않는 경우이며, 1비트인 경우는 SSDT가 송신안테나 다이버시티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이고, 2비트인 경우는 SSDT 단

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상기 SSDT가 사용될 경우 FBI필드로 전송되는 정보는 프라이머리 기지국을 나타내는 임시식

별자의 부호화된 부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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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표 2>와 <표 3>은 FBI필드의 길이 및 UE(411)의 활성집합 내의 Node B들간의 채널환경에 따라 변하는 SSDT 부

호어를 나타낸 표이다. 하기 표들에 도시된 값들은 현재 WCDMA 표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호어이다. 하기 <표2>와 <

표3>의 부호어 중에서 괄호가 쳐진 부호비트는 WCDMA에서 사용하는 DSCH의 라디오 프레임이 15개의 슬랏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프레임 내에 전송되지 못할 경우 전송하지 않는 부호비트를 표시한다.

[표 2]

1 bit FBI가 사용될 경우 SSDT 부호어

 ID Code

ID label long code Medium code Short code

a 000000000000000 (0)0000000 00000

b 101010101010101 (0)1010101 01001

c 011001100110011 (0)0110011 11011

d 110011001100110 (0)1100110 10010

e 000111100001111 (0)0001111 00111

f 101101001011010 (0)1011010 01110

g 011110000111100 (0)0111100 11100

h 110100101101001 (0)1101001 10101

상기 <표 2>는 1 bit FBI가 사용될 경우 SSDT 부호어를 도시하였다. 즉, SSDT가 송신안테나 다이버시티와 함께 사용되

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표 3]

2 Bit FBI가 사용될 경우 SSDT 부호어

 ID Code

ID label long code Medium code Short code

a
(0)0000000

(0)0000000

(0)000

(0)000

000

000

b
(0)0000000

(1)1111111

(0)000

(1)111

000

111

c
(0)1010101

(0)1010101

(0)101

(0)101

101

101

d
(0)1010101

(1)0101010

(0)101

(1)010

101

010

e
(0)0110011

(0)0110011

(0)011

(0)011

011

011

f
(0)0110011

(1)1001100

(0)011

(1)100

011

100

g
(0)1100110

(0)1100110

(0)110

(0)110

110

110

h
(0)1100110

(1)0011001

(0)110

(1)001

110

001

상기 <표 3>은 2 Bit FBI가 사용될 경우 SSDT 부호어를 도시하였다. 즉, 상기 <표 3>은 SSDT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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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T에서는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상기 <표 2>와 <표 3>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선택된 방식에 맞추어 상기 <표 2> 또

는 상기 <표 3>에 도시된 부호어를 활성집합 내의 Node B들에 할당하여 임시식별자로 사용한다. 또한 상위 레이어가 결

정하는 일정 주기마다 프라이머리 기지국을 재선정하여 UE(711)가 프라이머리 기지국의 임시식별자를 활성집합 내의

Node B들에게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상기 FBI 필드가 포함되어 UE(711)에 의해 전송되는 상향 전용 물리 제어 채널(Uplink 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 이하 "UL_DPCCH"라 칭함)의 구조를 살펴보면 도 8(b)와 같다. 상기 도 8(b)의 참조부호 811은 UL_DCH 중

UL_DPCCH의 한 프레임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고, Pilot(821), TFCI(822), FBI(823), TPC(824)는 UL_DPCCH의 한

슬랏을 구성하는 필드들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UL_DPCCH의 구조는 Pilot(821), TFCI(822), FBI(823), TPC

(824)를 구성하는 비트의 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상기 도 8(b)의 Pilot(821)은 Node B가 수신하여 UE

(711)로부터 Node B까지의 채널 환경의 추정 및 UE(711)로부터 전송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상기

TFCI(822)는 UL_DPDCH(Uplink 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 이하 "UL_DPDCH"로 칭함)로 여러 종류의 전송속

도를 가진 트랜스포트 채널이 전송될 경우 Node B에게 이를 알려주는 TFCI 부호어를 전송하는데 사용하는 필드이다.

FBI(823)필드는 송신안테나 다아버시티와 SSDT의 궤환정보를 전송하는 필드이며, TPC(824)는 UE(711)가 활성집합 내

의 Node B들의 신호를 수신하여 하향 신호 전력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TPC를 전송하는 필드이다.

상기 종래의 SSDT를 단순히 이용하여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을 전송하는 방법에서는 DSCH용 TFCI의 송신 전

력 옵셋을 UTRAN이 결정하던 UE가 결정하던 간에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으로 2가지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에 대한 값을 결정함에 있어서, UTRAN이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UE가 활

성집합안의 각 node B들과의 채널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UE가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UE가

UTRAN으로 전송할 DSCH용 TFCI의 다양한 송신전력 옵셋을 전송할 수 있도록 상기 SSDT ID 부호에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 값 혹은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의 결정 기준이 되는 정보를 대응시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다. 또한, 상기 UE가 전송하는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 혹은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의 결정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서 SSDT 부호외에 다른 부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표 1>과 <표 2>의 SSDT 부호에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에 대한 정보, UE가 측정

한 UE와 활성집합안의 node B와의 채널 환경에 대한 정보, 별도의 부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생성된 부호에 상대적인 파워

옵셋에 대한 대응 정보, 혹은 UE가 측정한 UE와 UE의 활성집합안의 node B와의 채널 환경에 대한 정보를 대응시켜 전송

한다.

상기 도 7를 예로 들어 본 발명을 다시 설명하면, 상기 도 7의 UE(711)는 Node B1(701)과 Node B2(703)로부터 전송되

는 각각의 공통 파일럿 채널과 DL_DCH의 전용 파일럿 필드를 측정하며, 현재 측정되고 있는 node B의 종류, 즉 현재 측

정되고 있는 node B가 DSCH를 전송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기지국과 동일한 RNC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DSCH용 TFCI에 사용할 전력 옵셋, 혹은 UE와 활성집합내의 node B들간의 채널 정보를 UL_DPCCH의 FBI필드를 통해

Node B1(701)로 전송한다. 상기 UL_DPCCH의 FBI 필드를 통해서 전송되는 정보는 프라이머리 기지국이 아닌 Node B2

(703)와는 관계가 없는 정보이므로 Node B2(703)는 FBI필드를 통해서 전송되는 정보는 무시한다. 상기 UL_DPCCH를

통해서 전송된 DSCH용 TFCI에 사용할 전력 옵셋 정보 혹은 UE와 활성집합안의 node B들간의 채널 정보를 수신한

Node B1(701)은 전송된 DSCH용 TFCI에 사용할 전력 옵셋 정보를 사용하여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결정하거나,

혹은 DSCH를 수신하는 UE와 상기 UE의 활성영역내의 node B들과의 채널 환경에 대한 정보를 RNC로 전송하여 상기

RNC에서 결정하는 값대로 DSCH용 TFCI를 상기 UE(711)에게 전송하게 된다.

상기 <표 2>와 <표 3>의 SSDT 부호어를 이용하여 DSCH용 TFCI에 사용할 전력 옵셋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 주기는

SSDT 부호어의 길이와 사용되는 SSDT 부호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상기 전송 주기의 최소값은 2bit FBI필드가 사용

될 때이다. 이때 상기 <표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short SSDT 부호어가 사용되는 경우 6비트가 전송되어야 하고, 상기

SSDT는 한 슬랏당 2개의 비트가 이용됨으로서 필요한 슬랏은 총 3 슬랏이 된다. 또한 상기 전송 주기의 최대값은 1bit

FBI 필드가 사용될 때이다. 이때 상기 <표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long SSDT 부호어가 사용될 경우 15비트가 전송되어야

하며, 상기 SSDT는 1비트가 사용되므로 필요한 슬랏은 15슬랏, 즉, 한 프레임이 된다.

상기 본 발명의 DSCH용 TFCI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에서 사용되는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을 결정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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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의 의미는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서의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계산하는 것이다. 상기 DSCH용

TFCI를 UE(711)에게 전송할 경우, 상기 DSCH용 TFCI와 같이, 전송되는 DPCH용 TFCI의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서의

송신 전력에 상기 UE의 활성집합안의 node B의 수와 종류에 따른 옵셋, 그리고 상기 UE와 상기 UE가 속한 활성집합안의

node B들 사이의 채널 환경 변화에 따른 옵셋으로 결정된다.

상기 <수학식 1>에서 UE(711)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해 있다면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은 DPCH

용 TFCI의 송신 전력과 동일하게 된다.

상기 도 9를 참조하여 상기 <수학식 1>을 자세히 풀이하면 하기의 설명과 같다.

상기 도 9는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의 송신 전력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상기 950 시점 t에서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9에서 902 곡선은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위치하지 않을 경우라도 UE와 상기 node B와의 채널환경을 고려하여 Node B가 송신해야 할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도시한 곡선이다. 상기 902 곡선은 UE가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DPCH

용 TFCI의 송신 전력과 일치한다. 즉, SHO 벗어나면 DPCH용 TFCI의 송신 전력과 DSCH용 TFCI의송신 전력이 동일하

게 된다. 또한, 상기 도 9에서 901 곡선은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 t에 포함됨으로 인해 변화되는 Node B의 DPCH용

TFCI의 송신 전력이며, 본발명에 따른 송신 전력 옵셋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곡선이다. 또한, 상기 도 9의 932 옵셋은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 UE와 상기 UE의 활성집합에 추가되는 node B의 수와 종류로 인해 발생

하는 전력 옵셋이다. 상기 932 옵셋은 도 9의 950 시점 t에서 활성집합 내의 Node B의 수와, 상기 node B가 DSCH를 전

송하는 node B와 동일한 RNC에 의해 제어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 및 UE에게 수신되는 각 Node B의 DL_DCH의 수신전

력의 차에 의해서 결정되며, 평균적으로 1 ∼ 3[dB] 사이의 값을 가진다.

상기 도 9의 933 옵셋은 상기 도 9의 950 시점 t에서 UE와 DSCH를 전송하는 Node B들간의 채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DL_DCH의 송신 전력의 옵셋이다. 상기 933 옵셋의 계산은 DSCH를 전송하는 Node B의 공통 파일럿 신호를

해석하거나, 상기 DSCH를 전송하는 Node B에서 UE로 전송되는 DL_DCH의 파일럿 필드를 따로 해석하여 결정하는 값

으로, 주로 Node B와 UE 사이의 거리에 의존하는 값이며 거리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상기 933 옵셋은 활성집합 내의

Node B의 수가 1개 즉,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UE가 전송하는 TPC를 따라 계산할

필요가 없는 옵셋 값이지만, 활성집합 내의 Node B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가 UE에

게서 수신되는 TPC를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의 결정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UE가 측정하는 측정값에 의해 계산되어

지는 값이다.

상기 도 9에서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UE에게 필요한 적정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나타낸 곡선은

902이고, 본 발명의 목적은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가 상기 902 곡선에 따라 UE에게 DSCH를 전송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종래 기술처럼 상대적인 전력 옵셋 값을 사용하지 않고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Node B 혹은 RNC가 UE에게 전송하는 DSCH용 TFCI의 전송 전력 곡선은 901 곡선이 된다. 상기 901 곡선은 UE가 소프

트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결합에 의해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

DSCH용 TFCI 혹은 DPCH용 TFCI의 송신 전력 곡선인 902가 변화된 형태를 취한다.

또한, 상기 도 9의 902 곡선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내의 Node B와 UE간에 있어서 채널 환경의 변화가 고려된 DSCH용

TFCI 전송 전력 곡선이며,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이 아닌 경우 DPCH용 TFCI 및 DSCH용 TFCI의 전송 전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곡선이다.

본 발명에서는 UE가 적정 DSCH용 TFCI 파워 옵셋, 혹은 상기 DSCH용 TFCI 파워 옵셋을 위한 정보를 계산하여 Node B

혹은 RNC에게 전송함으로서 Node B 혹은 RNC가 902 곡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적정 DSCH용 TFCI 파워 옵

셋을 UE가 node B로 전송한다면, 상기 node B는 RNC에 의한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수신받지 않고도,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DSCH를 수신 받는 UE와 DSCH를 송신하는 node B사이의 환경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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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반영하여 DSCH용 TFCI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달리 상기 DSCH용 TFCI 파워 옵셋을 위한 정보가

node B로 전송된다면, 상기 node B는 상기 DSCH용 TFCI 파워 옵셋 정보를 RNC로 보내 RNC에 의해 계산된 적절한

DSCH용 TFCI 송신 전력값을 전달받는다.

상기 도 9의 932 옵셋은 UE가 활동집합 내의 Node B들에게서 수신하는 DL_DCH의 수신 전력과, 활성집합 내의 Node B

의 수 및 종류에 의존한다. 상기 활성 집합 내의 Node B의 수는 UE가 알고 있는 값이며, 상기 node B의 종류는 UTRAN

에서 UE에게 알려주는 값 혹은 UE가 알고 있는 값이며, 각 활성 집합 내의 Node B가 전송하는 DL_DCH 개개의 수신 전

력도 UE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다.

상기 932 옵셋을 계산하는 과정은 첫째 활성집합 내의 Node B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연결합이득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결

정한 후, 상기 활성집합 내의 각 Node B로부터 수신되는 DL_DCH의 수신 전력의 크기를 계산하고, 상기 활성집합내의

node B들 중에서 DSCH를 전송하는 node B와 동일한 RNC에 속해 있는 node B의 수를 고려하여 932 옵셋값을 계산한

다. 상기 932 옵셋값을 계산하는 일예로 DSCH를 수신받는 UE가 핸드오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상기 UE의 활성집합의

수가 2이며, 상기 UE의 활성집합안의 node B 2개중에 하나의 node B는 DSCH를 전송하는 node B의 RNC와 다른 RNC

에 속해 있다면, 상기 932 옵셋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상기 두 개의 node B들에게서 수신된 수신 전력의 차이가 클 경

우 최소값을 가지며, 그 값은 1dB이고, 상기 두 개의 node B들에게서 수신된 수신 전력의 값이 동일할 경우 최대값을 가지

고, 그 값은 3dB이다. 상기 932 옵셋값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어떤 값이 선택되는 지는 상기 DSCH를 수신받는 UE가

UE의 활성집합안의 각 node B들로부터 수신하는 CPICH 혹은 DL_DPCH의 파일럿 필드의 수신 전력의 크기를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상기 도 9의 933 옵셋은 UE와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사이의 채널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며, 상기 채널

환경이라 함은 UE와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사이의 거리 및 다중경로에 의한 페이딩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다. 상기 933 옵셋을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며, 첫 번째 방법은 UE에 의해 수신되는 공통 파일럿 채

널의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UE에 의해 수신되는 DL_DCH의 파일럿 채널의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UE에 의해 수신되는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및 DL_DCH의 전용 파일럿 신호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상기 첫 번째 방법은 현재 WCDMA 표준 방식에서 UE는 활성집합 내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모든 공통 파일럿 신호

의 크기를 한 프레임마다 측정하여 UTRAN(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이하 "UTRAN"이라 칭함)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즉, 상기 UTRAN은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프라이머리 기지국뿐만 아니라, 상

기 DSCH용 TFCI를 전송하지 않는 세컨더리 기지국의 공통 파일럿 신호를 상호 비교하여 DSCH용 TFCI에서의 파워옵셋

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UE는 한 프레임마다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의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신호의 크기가 증가

하면 933 옵셋값을 줄이고, 신호의 크기가 감소하면 933 옵셋 값을 늘이는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933 옵셋값의 초기값은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처음 진입할 때 측정된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의 크기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상기

초기값은 0[dB]로 할 수 있다. 상기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경우 매 프레임마다 측정되는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 크기의 변화에 따라 상기 옵셋 값은 증감이 된다. 상기 933 옵셋값을 계산하는 일 예로 현재 측정한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크기와 한 프레임전에 측정된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크기가 1[dB]차이가 난다면 상기 933 옵

셋을 1[dB]로 하거나 0.5[dB] 혹은 그 외의 다른 값으로 결정하게 된다.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크기의 증감 여부에 따른 옵셋의 크기는 각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도심,

부도심, 교외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결정할 수 있다. 상기 933 옵셋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DSCH용 TFCI를 전송하

는 Node B와 UE와의 거리에 대한 933 옵셋의 결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도심인 경우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크기는

거리의 4제곱 혹은 5제곱에 반비례하고, 부도심인 경우는 3제곱에 반비례하며, 교외지역인 경우는 2제곱에 반비례한다.

상기 933 옵셋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에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활성집합 내의 다른 Node B의 공통 파일럿 신호

의 크기를 측정하여 933 옵셋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측정된 두 개의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의 차를 DSCH

용 TFCI를 전송하는 프라이머리 기지국(Node B)의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에서 상기 프라이머리 기지국(Node B)을 제

외한 다른 세컨더리 기지국(Node B)중에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가 제일 큰 Node B의 공통 파일럿 신호의 차로 정의한

다. 상기 공통 파일럿 신호의 차를 이용해서 933 옵셋을 결정하는 방법의 예는 하기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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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 차

의 증감

DSCH를 전송하는 node B의 공통 파일럿 채

널 신호의 변화

UE와 DSCH를 전송하는 node B간의 채널 환경 변화

에 따른 옵셋

+
있음 바로 전 옵셋값보다 증가시킨 옵셋 사용

없음 바로 전 옵셋과 동일한 옵셋 값 사용

-
있음 바로 전 옵셋값보다 감소시킨 옵셋 사용

없음 바로 전 옵셋과 동일한 옵셋 값 사용

상기 <표 4>는 공통 파일럿 신호의 차를 이용해서 옵셋을 결정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표 4>에서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 차의 값이 그 전 프레임에서 측정한 공통 파일럿 신호 차의 값보다 커졌다는 것은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 와 UE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거나, 혹은 상기 UE가 측정하고 있는 활성집합 내의 다른 Node B의 공통 파일럿 신

호의 크기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의 공통 파일럿 신호 채널의 신호 크기가

작아졌다면 UE는 바로 전 프레임에서 적용했던 933 옵셋값보다 증가시킨 옵셋을 사용하며,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의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의 변화가 없다면 DSCH용 TFCI를 전송하지 않는 Node B의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가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상기 DSCH용 TFCI를 전송하지 않는 Node B의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가 변했다는 것은 DSCH

용 TFCI의 전송 전력의 설정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바로 전 프레임에 적용했던 933 옵셋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상기 두 개의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크기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933 옵셋의 초기값은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

에 최초 들어갔을 때 측정된 값을 초기값으로 할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이 초기값을 설정하는 경우 초기값은 0[dB]로 할 수

있다.

상기 933 옵셋을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UE에게 수신되는 DL_DCH의 파일럿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 933 옵셋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인 공통 파일럿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은 측정 주기가 한 프레임이므로 채널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널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채널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필요

가 있고, SSDT 부호의 갱신주기가 빠른 경우에는 DL_DCH의 전용 파일럿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사용하는데 사용 방법

은 933 옵셋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다. 즉,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의 DL_DCH의 파일럿 신호의

크기가 증가하면 933 옵셋을 바로 전 프레임에 적용했던 933 옵셋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며, DL_DCH의 전용 파일럿 신호

의 크기가 감소하면 933 옵셋을 바로 전 프레임에 적용했던 933 옵셋보다 큰 값을 사용한다. 상기 933 옵셋을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에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활성집합 내의 다른 Node B로부터 수신된 DL_DCH의 전용 파일럿 신호의 크

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원리는 933 옵셋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의 원리와 동일하다.

상기 933 옵셋을 결정하는 세 번째 방법은 UE에게 수신되는 활성집합 내의 Node B의 공통 파일럿 신호들과 DL_DCH의

전용 파일럿 신호를 다 이용하는 방법이다. 상기 933 옵셋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채널 환경의 변화가 적거나 SSDT

부호의 갱신 주기가 길 경우 적합하며, 상기 933 옵셋을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채널 환경의 변화가 많거나 SSDT 부호

의 갱신 주기가 짧을 경우 적합하다. 따라서, 각 방법의 장점을 모아 세 번째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933 옵셋을 결

정하는 세 번째 방법의 한 예는 하기의 설명과 같으며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SSDT 부호의 길이를 10 비트, FBI필드

중 D-필드의 길이를 2비트로 하고, 상대적인 파워 옵셋의 갱신 주기를 5슬랏으로 가정한다.

상기 세 번째 방법의 예에서 UE는 5슬랏 동안 매 슬랏마다 DL_DCH의 파일럿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가장 최근에 측정

한 값부터 가중치를 높게 두어 933 옵셋을 계산한 후, DSCH용 TFCI에 적용될 상대적인 파워 옵셋을 계산하여 다음 5슬

랏에 걸쳐 DSCH를 전송하는 Node B에게로 전송한다. 상기 상대적인 파워 옵셋의 전송이 2회 이루어지고 난 후 3번째 상

대적인 파워 옵셋의 전송에서는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를 가지고 결정한 933 옵셋을 가지고 상대적인 파워 옵셋을 결정

하여 DSCH를 전송하는 Node B에게로 전송한다. 상기와 같이 하는 이유는 DL_DCH로 전송되는 파일럿 비트의 비트수가

공통 파일럿 채널의 비트수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 채널 환경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상대적인 파워

옵셋을 보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을 사용하여 파워 옵셋을 보정하는 주기는 UE와 Node B의 상

위 레이어가 사전에 약속한 주기로 바꿀 수 있다.

UE가 DSCH를 전송하는 Node B에게 DCH에 대한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을 결정하기 위해 전송하는 실제 옵셋

값은 상기 DSCH를 수신하는 UE와, 상기 UE의 활성집합안의 node B의 수 및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상기 도 9의 932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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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과 UE와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간의 채널 환경 변화에 따른 도 9의 933 옵셋 값의 합이다. 상기 932 옵셋

과 933 옵셋의 합을 UE가 DSCH용 TFCI의 전송 전력 설정을 위해 전송하는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이라고 정의하

면, 상기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은 하기 <표 5>와 같이 설정될 수 있다.

[표 5]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 Short code

0.5 dB 00000

1 dB 01001

1.5 dB 11011

2 dB 10010

2.5 dB 00111

3 dB 01110

3.5 dB 11100

4 dB 10101

상기 <표 5>에서는 사용되는 부호를 SSDT ID 부호중 1 bit FBI에 사용되는 short 부호로 하였으며, 상기 <표 5>에서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은 DSCH를 수신하는 UE와 상기 UE의 활성집합안의 node B의 종류와 수에 의한 1 ∼ 3

[dB]의 옵셋과 채널 환경 변화에 대한 옵셋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상기 <표 5>의 값은 본 발명에 의해 결정되는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의 한 예이다. 상기 <표 5>의 8 가지 옵셋값 중에서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에게

전송될 DSCH용 TFCI송신 전력 옵셋의 결정은 상기 도 9의 932 옵셋과 933 옵셋을 구하여 더한 후, 반올림하여 제일 가

까운 값을 선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기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을 수신 받은 Node B는 상기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을 DSCH용 TFCI 송신 전력 갱신 주기동안 사용하거나,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첫 슬랏을 전송하는데 초기

값으로 사용한 후, 그 다음 슬랏부터는 UE가 전송해온 TPC를 사용하여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조절할 수도 있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의 결정을 위한 전력 옵셋값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SSDT부호를 사용하는 방

법 외에 별도의 부호화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부호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째는 (N,3)부호를 이용하는 방

법과 두 번째는 (N,4)부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기 설명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N,3) 부호와 (N,4)부호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부호기와 복호기에 대한 설명이

다. 상기 (N,3) 부호와 (N,4)부호는 UE에게 전송할 DSCH의 송신 전력의 상대적인 파워 옵셋의 단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상대적인 파워 옵셋의 단계의 수가 적어도 될 경우는 (N,3)부호를 사용하고, 상대적인 파워 옵셋의 단계의 수가 많아야 될

경우는 (N,4)부호를 사용한다. 상기 (N,3)부호와 (N,4)부호 중에 어떤 부호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의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상기 판단 여부의 근거의 일 예로 DSCH를 수신하는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 위치할 경우 활

성집합 내의 Node B의 수에 따라서 (N,3)부호 혹은 (N,4)부호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상기 (N,3)부호가 사용될

경우는 활성집합 내의 Node B의 수가 적을 경우이고, (N,4)부호가 사용될 경우는 활성집합 내의 Node B의 수가 많을 경

우이다.

상기 도 10의 1001은 심플렉스(Simplex)부호기이다. 상기 심플렉스 부호기(1001)는 심플렉스 부호어를 생성하여 출력한

다. 상기 심플렉스 부호어는 일차 리드 뮬러(Reed Muller)부호에서 첫 열을 천공(puncturing)한 부호어로서, (2k-1, k) 일

차 리드 뮬러 부호에서 생성되는 심플렉스 부호어는 (2k-1, k)의 형태가 된다. 상기 (N,3) 부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7,3)

심플렉스 부호어가 필요하고, (N,4) 부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15,4) 심플렉스 부호어가 필요하다. 하기 <표 6>은 (8,3)

일차 리드 뮬러 부호이고, 최초 숫자열 부분을 천공하면 (7,3)심플렉스 부호어가 된다.

[표 6]

W0 0 0 0 0 0 0 0 0

W1 0 1 0 1 0 1 0 1

W2 0 0 1 1 0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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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0 1 1 0 0 1 1 0

W4 0 0 0 0 1 1 1 1

W5 0 1 0 1 1 0 1 0

W6 0 0 1 1 1 1 0 0

W7 0 0 0 0 1 1 1 1

하기 <표 7>은 (16, 4)일차 리드 뮬러 부호이고, (16, 4) 일차 리드 뮬러 부호이고, 최초 숫자열 부분을 천공하면 (15,4) 심

플렉스 부호어가 된다.

[표 7]

W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W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W2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W3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0

W4 0 0 0 0 1 1 1 1 0 0 0 0 1 1 1 1

W5 0 1 0 1 1 0 1 0 0 1 0 1 1 0 1 0

W6 0 0 1 1 1 1 0 0 0 0 1 1 1 1 0 0

W7 0 1 1 0 1 0 0 1 0 1 1 0 1 0 0 1

W8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W9 0 1 0 1 0 1 0 1 1 0 1 0 1 0 1 0

W10 0 0 1 1 0 0 1 1 1 1 0 0 1 1 0 0

W11 0 1 1 0 0 1 1 0 1 0 0 1 1 0 0 1

W12 0 0 0 0 1 1 1 1 1 1 1 1 0 0 0 0

W13 0 1 0 1 1 0 1 0 1 0 1 0 0 1 0 1

W14 0 0 1 1 1 1 0 0 1 1 0 0 0 0 1 1

W15 0 1 1 0 1 0 0 1 1 0 0 1 0 1 1 0

상기 <표 6>과 상기 <표 7>에 도시된 일차 리드 뮬러 부호를 천공시킨 심플렉스 부호어를 생성하는 부호기의 일 예는 도

11과 같다. 상기 심플렉스 부호어를 생성하기 위한 도 11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기 <표 6> 또는 <표 7>의

심플렉스 부호어들을 저장하는 메모리로 대체할 수 도 있다.

상기 도 11의 1101은 일차 리드 뮬러 부호 중에서 W1,W2,W4,W8을 발생시키는 일차 리드 뮬러 발생기이다. 상기

W1,W2,W4,W8는 베이시스 일차 리드 뮬러 부호로서 상기 베이시스 일차 리드 뮬러 부호들은 W0,W1,...,W15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상기 W1,W2,W4,W8의 제일 왼쪽 부호비트 '0'은 천공되어 있다. 상기 천공된 일차 리드 뮬러 베이시스 부호

들이 사용되는 이유는 심플렉스 부호들을 생성하기 위해서이다. 상기 베이시스 중에서 W8은 (N,4) 부호를 위하여 추가로

사용된다. 상기 도 11의 승산기들(1111,1112,1113,1114)은 입력 정보 비트와 천공된 W1,W2,W4,W8을 승산시켜 천공

된 Wj( j=0,1,...,15)부호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천공된 일차 리드 뮬러 베이시스 부호들을 선택하는 동작을 한다. 상기 동작

에 대한 예는 입력 정보 비트 a3,a2,a1,a0이 이진수 '1101'일 경우 상기 천공된 일차 리드 뮬러 베이시스 부호들 중에서 W8

과 W1을 선택하게 하여, 상기 입력 정보 비트들이 가리키는 십진수 13에 대응되는 W13을 생성한다.

상기 도 11에서 스위치(1103)는 (N,4) 부호를 생성하기 위한 심플렉스 부호를 생성할 경우 사용되며, (N,3) 부호를 생성

하기 위한 심플렉스 부호를 생성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상기 합산기 1105는 상기 입력 정보 비트들에 의해 선택된

일차 리드 뮬러 베이시스 부호들을 합산하여 상기 입력 정보 비트에 부합하는 일차 리드 뮬러 부호를 생성하는 동작을 한

다.

상기 도 10의 심플렉스 부호기(1001)에서 출력된 심플렉스 부호는 인터리버(1002)로 입력된다. 상기 인터리버(1002)는

특정 패턴에 따라 입력된 심플렉스 부호를 열치환(column permutation)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열치환에 의해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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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부호기(1401)에서 출력된 심플렉스 부호는 특정 형태를 지니게 되며, 상기 특정 형태의 특성은 N개의 부호 심볼이

반복되더라도 길이 N에 대한 최적의 성능을 갖는 부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 인터리버(1002)에서 (N,3)부호

를 생성하기 위한 열치환의 형태는 하기 <수학식 2>와 같다.

수학식 2

상기 열치환은 입력된 심플렉스 부호를 가중치 분포(Weight Distribution)에 따라 재배열한 것이며, 상기 열치환에서 Sj

(j=0,...,7)는 (7,3) 심플렉스 부호의 j번째 심볼이다. 상기 형태로 재배열된 심플렉스 부호는 반복되어 길이 N만큼 잘라서

사용하더라도 길이 N에 대한 최적의 성능을 가지는 부호가 된다. 상기 도 10의 인터리버(1002)에서 (N,4)부호를 생성하

기 위한 열치환의 형태는 하기 <수학식 3>과 같다.

수학식 3

상기 (N,4)부호를 생성하기 위한 열치환은 N의 값이 5,20,35, 50..., 즉 N mod 15 = 5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N 값에

대해서 최적의 성능을 갖는 (N,4)부호를 생성)하며, N mode 15 = 5 인 경우는 최적부호에서 최소거리가 1 차이가 나는

(N,4)부호를 생성한다.

상기 도 10의 인터리버(1002)에서 생성된 열치환된 (7,3) 심플렉스 부호 혹은 (15,4) 심플렉스 부호는 반복기(1003)으로

입력된다. 상기 반복기(1003)은 열치환된 (7,3) 심플렉스 부호 혹은 (15,4) 심플렉스 부호를 반복하여 출력하며 제어기

(1004)의 제어를 받는다. 상기 제어기(1004)는 N값에 따라 반복된 심플렉스 부호를 N개만큼 출력할 수 있도록 반복기

(1003)을 제어한다.

상기 반복기(1003)과 제어기(1004)의 동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치환된 (7,3) 심플렉스 부호로 (15,3)부호를 생성

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상기 반복기(1003)은 열치환된 (7,3) 심플렉스 부호를 S1,S2,S4,S7,S3,S5,S6,S

1,S2,S4,S7,S3,S5,S6,...의 순서로 반복시키고, 상기 제어기(1004)는 N=15의 값에 따라 S1,S2,S4,S7,S3,S

5,S6,S1,S2,S4,S7,S3,S5 ,S6,S1만을 출력시키도록 반복기(1003)을 제어한다.

도 12는 상기 도 10의 (N,3)부호와 (N,4)부호를 생성하는 부호기에 따른 복호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0의 반복기(1003)에서 출력된 (N,3)부호 혹은 (N,4)부호는 복호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으로 누적기(1201)로 입

력된다. 상기 누적기(1201)는 제어기(1202)의 제어를 받는다. 상기 제어기(1202)의 역할은 (N,3)부호가 사용되었는지

(N,4)부호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N,3)부호가 사용되었다면 입력 (N,3) 부호의 심볼을 7개 단위로 잘라 상

기 누적기(1201)에 반복된 심볼들끼리 반복 누적되도록 상기 누적기(1201)를 제어하고, (N,4)부호가 사용되었다면 입력

(N,4) 부호의 심볼을 15개 단위로 잘라 상기 누적기(1201)에 N개의 심볼만큼 반복 누적되도록 상기 누적기(1201)를 제어

한다. 상기 누적기(1201)에서 누적된 (N,3) 부호 혹은 (N,4) 부호는 (7,3) 심플렉스 부호 혹은 (15,4) 심플렉스 부호로 변

환된다. 상기 도 12의 누적기(1201)에서 출력된 (7,3) 심플렉스 부호 혹은 (15,4) 심플렉스 부호는 역인터리버

(Deinterleaver)(1203)로 입력된다. 상기 역인터리버(1203)는 상기 도 10의 인터리버(1002)에서 수행된 열치환을 역으

로 수행하여 원래의 심플렉스 부호 심볼의 순서대로 입력된 (7,3) 심플렉스 부호 혹은 (15,4) 심플렉스 부호를 변환시킨다.

상기 역열치환중 (7,3)부호에 대한 역열치환은 하기 <수학식 4>와 같다.

수학식 4

상기 역열치환 중 (15,4)부호에 대한 역열치환은 하기 <수학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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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상기 도 12의 역인터리버(1203)에서 역열치환된 (7,3) 심플렉스 부호와 (15,4) 심플렉스 부호는 0 삽입기(1204)로 입력

되어 일차 리드 뮬러 부호로 변환된다. 상기 0 삽입기(1204)는 입력으로 들어온 (7,3)심플렉스 부호의 제일 왼편 부호 심

볼앞에 0을 삽입하여 (7,3)심플렉스 부호를 (8,3)일차 리드 뮬러 부호로 변환시키고, 입력으로 들어온 (15,4) 심플렉스 부

호의 제일 왼편 부호 심볼 앞에 0을 삽입하여 (15,4)심플렉스 부호를 (16,4) 일차 리드 뮬러 부호로 변환시킨다.

상기 도 12의 IFHT(Inver Fast Hadamard Transform)(1505)는 입력된 (8,3) 일차 리드 뮬러 부호 혹은 (16,4) 일차 리드

뮬러 부호에 대해 IFHT를 수행하여 상기 (8,3) 일차 리드 뮬러 부호 혹은 (16,4) 일차 리드 뮬러 부호를 상기 도 10의 심플

렉스 부호기(1001)에 입력된 정보비트로 복호시킨다. 상기 IFHT(1205)는 일차 리드 뮬러 부호를 빠르게 복호시킬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며, 일차 리드 뮬러 부호를 복호시키는 하드웨어의 구조의 복잡성도 줄여준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에 대한 정보를 node B에게 전송하는 방법에서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UE가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을 직접 결정한다면 상기 DSCH용 TFCI 송신 전력에 대한 정보는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이 될 수 있고, 상기 DSCH용 TFCI 송신 전력을 RNC가 결정한다면 상기 UE가 전송하는

DSCH용 TFCI 송신 전력에 대한 정보는 DSCH용 TFCI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정하는 방법의 설명에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하기와 같

다.

상기 첫 번째 방법은 UTRAN(특히 RNC)가 UE로부터 전송되는 궤환정보와 RNC가 알고 있는 상기 UE의 활성집합안의

node B의 수 및 종류를 고려하여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UE가 상기 UE의 활성집

합안의 node B의 수와 종류 및 UE가 측정한 정보, 예를 들면 활성집합안의 node B들의 공통 파일럿 신호크기와 같은 정

보를 이용하여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을 결정하여 node B 혹은 RNC에게 알려주어, 상기 알려준 값대로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외에 세 번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세 번째 방법은 UTRAN(특히 RNC)이 UE로부터의 궤환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값을 사용하여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상기 RNC가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정보는 DSCH를 수신받고 있는 UE의 활성집합안의 node B의 수와 종류, 그리고 UE가 주기적으로 UL_

DPDCH를 통해서 보고하는 활성집합안의 node B들의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이다. 상기 세 번째 방법의 이점은 UE로부

터 UL_DPCCH를 이용한 궤환정보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UE가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을 위한 정보 혹은 옵셋값

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상기 궤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음으로 인한 UE 하드웨어의 복잡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단

점은 UE로부터의 궤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UE가 주기적으로 UL_DPDCH를 보고하는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DSCH

를 수신 받는 UE와 DSCH를 전송하는 node B간의 신호 전송 환경 변화를 빨리 반영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되는 이유는 UE가 UL_DPCCH를 통해서 전송하는 제어명령어, 즉, TPC, TFCI, FBI와는 달리 UL_DPDCH를 통해서 보고

되는 제어 시그널의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다중 경로로 수신이 가능한 단말기(UE)의 수신기 구조도이다. 상기 다중경로라 함은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Node B의 송신 신호가 UE에게 직접 수신되거나, 장애물 등

에 부딪혀서 간접적으로 수신되는 경로를 총칭하는 단어이고,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활성집합 내

의 Node B들에게서 UE로 수신되는 경로들을 칭한다.

UE는 상기 도 13 의 안테나(1301)를 통해서 상기 UE의 활성집합 내의 각 Node B들로부터 전송되는 RF신호들을 수신한

후, RF기(1302)를 통해서 반송파에 실린 상기 RF 신호들을 기저대역, 혹은 중간 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변환시킨다. 상기

RF기(1302)의 출력은 복조(1303)기로 들어가서 복조된 후, 역혼화기#1(Descrambler)(1310)에서 역혼화기 #n(1330)로

각각 입력되어 역혼화(Descrambing)의 과정을 거친다. 상기 역혼화기의 수는 UE가 동시에 몇 개의 순방향 혼화부호

(Scrambling code)를 역혼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며, 제조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이때, 상기 순방향 순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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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 함은 WCDMA방식에서 각 Node B, 혹은 기지국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호이다. 상기 도 13에서는 본 발명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혼화기 #1(1310)은 활성집합 내에 DSCH를 송신하지 않는 Node B #1의 신호를 역혼

화하는데 사용하며, 역혼화기 #n(1330)은 DSCH를 송신하는 Node B #n의 신호를 역혼화하는데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역혼화기 #1(1310)에서 나온 출력은 역확산기(Despreader) #1(1311)로 입력되어 Node B 송신기에서 각 하향 채

널에 곱해진 왈쉬부호에 대응되는 왈쉬부호를 곱해서 각 하향 채널들을 구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상기 채널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왈쉬부호는 WCDMA방식에서는 OVSF(Ortho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부호라고 칭하며, 각 채널의

데이터 전송율에 따라 길이가 정해진다. 상기 역확산기 #1(1311)의 출력은 하향 공통 채널 신호(Downlink Common

Channel), 하향 전용 채널 신호(Downlink Dedicated Channel) 그리고 하향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Downlink Common

Pilot Channel)가 될 수 있다. 상기 하향 공통 채널 신호라 함은 Node B의 시스템 정보가 전송되는 브로드케스팅 채널

(Broadcasting Channel), UE에게 시그널링 정보를 전달하는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 혹은 순방향 접근 채널

(Forward Access Channel)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하향 전용 채널 신호라 함은 상기 Node B #1이 상기 UE에게 전

송하는 전용 채널을 칭한다.

상기 역확산기 #1(1311)에서 출력된 공통 파일럿 채널은 공통 채널 파일럿 추정기(1312)로 입력되어 Node B #1과 UE간

의 채널 환경 변화에 따른 UE 수신 신호의 위상 변화 및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기 공통

채널 파일럿 추정기(1312)에서 추정된 Node B #1의 송신 신호의 위상은 위상 보상기(1313)로 입력되어 UE가 Node B #

1로부터 수신한 하향 전용 채널의 위상을 보상해주며, 상기 위상 보상기(1313)에서 추정된 공통 파일럿 신호의 크기는 하

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350)로 입력되어 하향 전송 전력 명령 정보 혹은 하향 채널 정보를 생성하는 자료가 된다.

상기 도 13의 역다중화기(1314)는 상기 위상보상기(1313)에서 위상이 보상되어 출력된 하향 전용 채널 신호에서 하향 전

용 데이터 물리 채널(DL_DPDCH)과 하향 전용 데이터 제어 채널(DL_DPCCH)를 구별하여 출력한다. 상기 하향 전용 채널

은 DL_DPDCH와 DL_DPCCH의 시다중화된 형태로 상기 역다중화기(1314)를 통과해서 분리된다. 상기 역다중화기

(1314)의 출력은 하향 전용 채널 데이터 필드, TFCI, 전용채널 파일럿, TPC이다. 상기 하향 전용 데이터 필드는 역인터리

버(1315)로 입력되어 역인터리빙된 후, 복호기(1316)로 입력되어 채널부호화 되기 이전의 데이터로 변환되어 UE의 상위

레이어로 전송된다. 상기 역다중화기(1314)의 출력중 하나인 TFCI는 한 프레임동안 수신된 후 한 프레임동안 전송된 부

호어를 합해서 해석하여 DL_DPDCH로 전송된 서로 다른 전송 속도를 가지는 트랜스포트 채널의 해석에 사용된다. 상기

역다중화기(1314)의 출력인 전용채널파일럿은 상기 도 13의 전용 채널 파일럿 추정기 #1(1317)로 입력되어 상기 전용 채

널 파일럿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된다. 상기 전용 채널 파일럿 추정기 #1(1317)에서 추정된 전용 채널 파일럿

신호 크기는 상기 도 13의 하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350)로 입력되어 하향 전송 전력 명령 정보 혹은 하향 채널

정보를 생성하는 자료가 된다. 상기 역다중화기(1314)의 출력인 TPC는 Node B #1이 UE의 상향 신호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 전송한 상향 전력 제어 명령어로서 UE가 전송하는 상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하향 전송 전력 제

어 명령 생성기로 입력되어 하향 전송 전력 명령 정보를 생성하는 자료가 된다.

한편, 상기 도 13의 역혼화기(1330)는 Node b #n로부터 전송된 하향 신호의 역혼화과정을 수행하며, 동작의 원리는 상기

역혼화기 #1(1310)과 동일하다. 상기 역혼화기 #n(1330)에서 출력된 신호는 역확산기 #n(1331)으로 입력되어 공통 파일

럿 채널, 하향 전용 채널 신호, 하향 공통 채널 신호, 하향 공유 채널 신호로 구별되어 출력된다. 상기 역확산기 #n(1331)의

동작 원리는 상기 역확산기 #1(1311)과 동일하다. 상기 역확산기 #n에서 출력된 공통 파일럿 채널은 공통 채널 파일럿 추

정기 #n(1332)으로 입력되어 위상보상기(1333)로 상기 Node B #n에서 UE까지의 채널 환경에 따른 위상 변화를 출력하

며, 상기 하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350)로 입력되어 하향 전송 전력 명령 정보 혹은 하향 채널 정보를 생성하는

자료가 된다. 상기 공통 파일럿 채널 추정기 #n(1332)의 원리는 상기 공통 채널 파일럿 추정기 #1(1312)과 동일하다. 상

기 역확산기 #n(1331)에서 출력된 하향 전용 채널 신호는 위상보상기(1333), 역다중화기(1334)를 거쳐 TPC, 전용 채널

파일럿, 하향 전용 채널 데이터 필드, TFCI로 분리된다.

상기 위상보상기(1333)는 상기 위상보상기(1313)와 원리가 동일하며, 상기 역다중화기(1334)는 상기 역다중화기(1314)

와 기능이 동일하다. 상기 하향 전용 데이터 필드는 역인터리버(1335)로 입력되어 역인터리빙된 후, 복호기(1336)로 입력

되어 채널부호화 되기 이전의 데이터로 변환되어 UE의 상위 레이어로 전송된다. 상기 역다중화기(1334)의 출력중 하나인

TFCI는 한 프레임동안 수신된 후 한 프레임동안 전송된 부호어를 합해서 해석하여 DL_DPDCH로 전송된 서로 다른 전송

속도를 가지는 트랜스포트 채널의 해석에 사용된다. 상기 역다중화기(1334)의 출력인 전용채널파일럿은 상기 도 13의 전

용 채널 파일럿 추정기 #n(1337)으로 입력되어 상기 전용 채널 파일럿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되며 상기 전용

채널 파일럿 추정기 #n(1337)의 원리는 상기 전용 채널 파일럿 추정기 #1(1317)과 동일하다. 상기 전용 채널 파일럿 추정

기 #n(1337)에서 추정된 전용 채널 파일럿 신호 크기는 상기 도 13의 하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350)로 입력되어

하향 전송 전력 명령 정보 혹은 하향 채널 정보를 생성하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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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역다중화기(1314)의 출력인 TPC는 Node B #n이 UE의 상향 신호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 전송한 상향 전력 제어 명

령어로서 UE가 전송하는 상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하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로 입력되어 하

향 전송 전력 명령 정보를 생성하는 자료가 된다. 상기 역확산기 #n(1331)의 출력인 하향 공통 채널 신호는 브로드케스팅

채널, 순방향 접근 채널등이 될 수 있으며, 상기 브로드 케스팅 채널은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고, 순방향 접근 채널은 Node

B의 상위 레이어 혹은 이동통신망의 상위 레이어에서 UE로 전송하는 시그널링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역확산기 #n(1331)

의 출력인 하향 공유 채널은 역인터리버(1338)로 입력되어 역인터리빙된 후, 복호기(1339)로 입력되어 복호된 후 UE의

상위 레이어로 전송된다. 상기 하향 공유 채널은 사용자 데이터만이 전송되는 채널이며 상기 역인터리버(1338)의 동작은

상기 역인터리버(1315)와 상기 역인터리버(1335)와 동일하고, 상기 복호기(1339)의 동작은 상기 복호기(1316)와 복호기

(1336)의 동작과 동일하다.

상기 도 13의 하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350)는 이동중인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도달하여 기존의 Node

B 뿐만 아니라 새로이 어떤 Node B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상기 Node B #1로부터 수신되는 TPC, 전용 채널 파일

럿 신호 크기, 공통 파일럿 신호 크기를 입력받고, 또한, 상기 Node B #2로부터 수신되는 TPC, 전용 채널 파일럿 신호 크

기, 공통 파일럿 신호 크기를 각각 입력받아 하향 전용 채널(DL_DPCCH) 전력 제어 정보와 그에 연동되는 하향 공유 채널

용 TFCI 송신 전력 제어 정보 및 상기 DSCH가 전송되어오는 하향 채널 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DL_DCH 의 전력 제어 정보는 상기 Node B #1로부터 수신된 전용 채널 파일럿 신호의 크기와 상기 Node B #n으로

부터 수신된 전용 채널 파일럿 신호 크기를 합하여 UE가 원하는 하향 전용 채널의 수신 신호 값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상

기 전용 채널 파일럿 신호 크기의 합이 UE가 원하는 하향 전용 채널의 수신 신호 값보다 작은 경우 하향 전송 전력의 증가

에 해당하는 하향 전용 채널 전력 제어 정보를 생성하고, 그 반대의 경우 하향 전송 전력 감소에 해당하는 하향 전용 채널

전력 제어 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도 13의 하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350)는 하향 공유 채널 용 TFCI 손신 전력

제어 정보를 생성하는데 상기 하향 공유 채널 전력 제어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DSCH용 TFCI의 직접적인 송신 전력을 결정한 후, UL_DPCCH의 FBI필드로 직접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

정보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TFCI 송신 전력 옵셋 정보가 결정되는 기준은 상기 도 9의 933 옵셋을 결정하는 방법에서 사

용되는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크기, 공통 파일럿 채널의 신호 차, 전용 파일럿 채널의 신호 크기, 전용 파일럿 채널의 신

호차가 있을 수 있고, 932 옵셋을 결정하는 상기 UE의 활성집합안의 node B의 수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상기 DSCH용

TFCI의 송신 전력 옵셋 정보는 여러 슬랏에 나누어 전송될 수 있으며, 상기 정보에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호화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때, 부화화된 상기 송신 전력 옵셋은 기존의 SSDT ID code를 사용해서 전송하거나

다른 부호를 사용해서 전송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 제안된 (N,3)부호 혹은 (N,4)부호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외의 다른

부호도 이용할 수 있다. 둘째는, DSCH가 전송되는 하향 채널 정보로서 상기 하향 채널 정보는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서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가 전송할 DSCH용 TFCI 송신에 적용할 파워 옵셋에 대한 값을 UE가 정하는 것이 아

닌 UTRAN이 정하게 될 경우, 상기 UTRAN이 DSCH용 TFCI에 적용할 파워 옵셋이 결정에 사용되는 값이다.

도 14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UE의 송신기의 구조도이다.

상기 도 13의 1350 하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에서 출력된 하향 전용 채널 전력 제어 정보와 하향 공유 채널 전력 제

어 정보는 상기 도 14의 하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411)로 입력되어 하향 전용 채널 전력 제어 명령어 및 하향 공

유 채널용 TFCI 송신 전력 옵셋 정보, 혹은 하향 채널 정보를 가리키는 부호어로 변환된다. 상기 하향 전용 채널 전력 제어

명령어는 UL_DPCCH의 TPC 필드를 통해서 전송되며 UE의 활성집합 안의 모든 Node B들에 브로드캐스트하게 적용되

는 명령어이다. 상기 하향 공유 채널용 TFCI 송신 전력 옵셋 정보, 혹은 하향 채널 정보는 상기 도 13의 하향 전송 전력 제

어 명령 생성기(1350)에서 결정된 값이다. 상기 하향 공유 채널용 TFCI 송신 전력 옵셋을 가리키는 부호어 및 하향 채널

정보는 부호어의 길이 혹은 상위 레이어에 의해 의해 갱신 주기가 결정되며 상기 갱신주기에 따라 여러 슬랏으로 나뉘어

전송된다. 상기 상항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411)는 UL_DPCCH의 FBI필드중 S 필드로 하향 공유 채널용 TFCI 송

신 전력 옵셋 및 하향 채널 정보를 가리키는 부호어를 출력시키며, UL_DPCCH의 TPC 필드로 상기 하향 전용 채널 전력

제어 명령어를 전송한다. 상기 도 14의 다중화기(1416)는 상기 상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411)에서 FBI필드

(1412)에 입력시킬 값과 TPC(1413)에 입력시킬 값을 입력으로 받고, UE의 물리 계층에서 파일럿(1414), TFCI(1415)를

입력받아 다중화시켜 UL_DPCCH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상기 UL_DPCCH의 데이터는 상기 도 14의 확산기(1417)로 입

력되어 UL_DPCCH에 사용할 OVSF부호로 확산된다.

상기 확산기(1417)에서 확산되어 승산기(1420)에서 UL_DPCCH의 송신 전력을 조절하는 송신 전력 이득이 곱해진 후, 합

산기(1405)로 입력되어 UL_DPDCH와 합산된다. 상기 UL_DPDCH는 상기 UL_DPDCH를 위한 사용자 데이터(140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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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기(1402)에서 부호화된 후 인터리버(1403)에서 인터리빙되고, 확산기(1404)에서 UL_DPDCH가 전송되는 전송율

에 적합한 OVSF 부호로 확산된다. 상기 확산기(1404)에서 확산되어 승산기(1421)에서 UL_DPDCH의 송신 전력을 조절

하는 송신 전력 이득이 곱해진 후, 합산기(1405)로 입력되어 UL_DPCCH와 합산된다. 상기 합산기(1405)로 입력되어 합

산된 UL_DPDCH와 UL_DPCCH는 승산기(1421)에서 UE가 UL_DCH를 위해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부호로 혼화된다. 상

기 혼화된 신호는 변조기(1407)로 입력되어 변조된 후, RF기(1408)에서 반송파가 곱해져서 안테나(1410)를 거쳐 Node

B로 브로드캐스트하게 전송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Node B 수신기의 구조도이다.

상기 도 15의 안테나(1501)를 거쳐 수신된 UE의 신호는 RF기(1502)에서 중간주파수 혹은 기저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변

경된 후 복조기(1503)에서 복조되고, 역혼화기(1504)에서 역혼화된다. 상기 역혼화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부호는 상기

도 14의 승산기(1406)에서 UE가 사용한 스크램블링 부호와 동일한 스크램블링 부호이며, 상기 스크램블링 부호에 의해

Node B는 여러 UE로부터 온 신호를 구별해 낼 수 있게 된다. 상기 역혼화기(1504)에서 출력된 신호는 상기 도 15의 역확

산기(1505)로 입력되어 UL_DPCCH와 UL_DPDCH로 나뉘어진다.

상기 역확산기(1505)에서 출력된 UL_DPCCH는 역다중화기(1506)로 입력되어 파일럿(pilot), TFCI, FBI, TPC로 나뉘어

출력된다. 상기 상향 전용 채널 파일럿은 전용 채널 파일럿 추정기(1507)로 입력되어 UE로부터 Node B로의 채널 환경에

따른 신호의 위상 변경 및 상향 전용 채널 파일럿의 신호의 크기가 추정된다. 상기 추정된 위상 변경값은 상기 도 15의 위

상보상기(1510)의 입력이 되어 상기 역확산기(1505)에서 출력된 UL_DPDCH의 위상을 보상해 주게 된다. 즉, 상기 UL_

DPDCH가 UL_DPCCH와 동일한 채널 환경을 거쳐 Node B로 수신되기 때문에 상기 전용 채널 파일럿 추정기(1507)로부

터 출력되는 추정된 위상 변경값으로 추정된 위상을 보상해주게 되면, 상기 UE와 Node B사이의 채널 환경의 변화에 따른

UL_DPDCH의 위상 왜곡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전용 채널 파일럿 추정기(1507)에서 출력되는 전용 채널 파일럿 신호 크기는 상기 상향 송신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

(1508)로 입력되어 Node B가 상향 송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TPC를 생성하는 자료가 된다. 한편, 상기 역다중

화기(1506)의 출력 FBI는 하향 채널 전송 전력 제어기(1509)로 입력된 후, 하향 전용 채널 전력 제어 명령의 생성에 사용

된다. 또한, 상기 역다중화기(1506)의 출력 TPC는 하향 채널 전송 전력 제어기(1509)로 입력된 후, 하향 공유 채널 전력

제어 명령의 생성에 사용된다.

상기 하향 채널 전송 전력 제어기(1509)는 상기 역다중화기(1506)로부터 입력된 FBI정보를 이용해서 하향 공유 채널용

TFCI의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명령어를 생성하는데, 상기 FBI 정보는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 및 하향 채널 정보가

될 수 있다. 상기 FBI정보가 기지국에 UE에게 전송하는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 정보, 혹은 하향 채널 정보가 되는

경우에는 상기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셋 혹은 하향 채널 정보는 SSDT ID부호로 부호화되어 전송되거나, (N,3) 부호

혹은 (N,4)부호로 부호화되어 전송되거나, 혹은 다른 부호로 부호화되서 전송되기 때문에 상기 FBI로 전송되는 상대적인

파워 옵셋에 대한 정보 혹은 하향 채널 정보는 상기 하향 채널 전송 전력 제어기(1509)에서 복호화 과정을 거쳐 사용된다.

상기 하향 채널 정보는 node B에서 바로 사용되지 않고, UTRAN으로 전송되어 UTRAN이 DSCH에 사용할 파워 옵셋을

결정하는 자료가 된다. 이후, 상기 도 15의 위상보상기(1510)에서 출력된 상향 전용 데이터 채널 신호는 역인터리버

(1511)로 입력되어 역인터리빙된 후, 복호기(1512)에서 복호화되어 Node B의 상위 레이어로 전송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Node B 송신기의 구조이다.

상기 도 16에서 DL_DPDCH로 전송될 사용자 데이터는 부호기(1601)를 거쳐 부호화된 후, 인터리버(1602)에서 인터리빙

되어 다중화기(1605)로 입력된다. 상기 다중화기(1605)는 TFCI(1604), 파일럿(1603), 상향 송신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

(1606)에서 출력된 UL_DCH의 송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TPC 및 상기 인터리버(1602)에서 출력된 DL_DPDCH를 입력

으로 받아, 이를 다중화시켜 DL_DCH를 생성한다. 상기 상향 송신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606)는 상기 도 15의 상향 송

신 전력 제어 명령 생성기(1508)와 동일한 장치이며, UL_DPCCH의 전용 파일럿 채널의 신호의 크기를 사용하여 TPC를

설정한 후, DL_DCH의 DL_DPCCH로 전송한다. 상기 다중화기(1605)에서 출력된 DL_DCH 신호를 확산기(1607)로 입력

되어 상기 DL_DCH가 사용하는 OVSF부호로 확산된 후, 승산기(1632)에서 DL_DCH의 송신 전력의 조절을 위해 설정된

채널이득이 곱해져 합산기(1620)로 입력된다. 상기 DL_DCH의 송신 전력 조절을 위해 설정된 채널 이득은 상기 도 15의

상향 채널 전송 전력 제어기(1509)에서 출력된 상향 전용 채널 전력 제어 명령에 의해서 설정되며, 상기 TFCI(1604)의 송

신 전력은 상기 도 15의 상향 채널 전송 전력 제어기(1509)에서 출력된 송신 전력 혹은 RNC에서 전송한 송신 전력으로 결

정되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 6의 (b)와 (c)의 형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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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6의 부호기(1611)는 Node B가 UE로 전송하는 DSCH data의 부호화를 하는 부호화기이다. 상기 부호화된

DSCH는 인터리버(1612)로 입력되어 인터리빙 된 후, 확산기(1613)에서 DSCH를 위한 OVSF부호로 확산된다. 상기 확산

기(1613)에서 확산된 신호는 승산기(1633)로 입력되어 DSCH의 송신 전력 제어를 위한 채널 이득과 곱해져 합산기

(1620)로 입력된다.

상기 도 16의 하향 공통 채널(1615)들은 승산기(1630)로 입력되어 상기 공동 채널들에 적합한 채널 이득이 곱해져서 합산

기(1620)로 입력된다. 이때, 상기 하향 공통 채널(1615)은 브로드케스팅 채널이 전송되는 일차 공통 제어 채널(Prim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 순방향 접근 채널과 페이징 채널이 전송되는 이차 공통 제어 채널(Second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등이 있으며, 공통 파일럿 채널도 해당된다. 상기 도 16의 타사용자 전용 채널

(1617)은 Node B내의 타사용자들에게 전송되는 전용 채널들로서, 부호화, 인터리빙, 확산과정을 거친 후, 승산기(1631)

에서 각 전용 채널들에 적합한 채널 이득이 곱해져 합산기(1620)로 입력된다.

상기 도 16의 합산기(1620)는 하향 공통 채널, 하향 전용 채널들, 하향 공유 채널을 입력으로 받아, 이를 합하여 승산기

(1621)로 출력한다. 상기 승산기(1621)는 Node B에서 사용하는 혼화(Scrambling)부호를 곱하여 변조기(1622)로 출력

한다. 상기 변조기(1622)는 혼화된 Node B의 하향 신호들을 입력으로 받아 변조하여 RF기(1623)로 출력한다. 상기 RF기

(1623)는 변조된 Node B의 하향 신호들을 반송파로 올려 안테나(1625)를 통해서 Node B내의 UE들에게 전송한다.

본 발명에서는 DL_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의 수와 DL_DSCH용 TFCI를 전송하지 않는 셀의 수를 기반으로 하여

DL_DSCH용 TFCI를 전송할 때의 power offset값을 결정하는 방법과 이 power offset값을 SRNC가 결정하는 경우 이 값

을 Node B에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Serving RNC(이하 "SRNC"라 칭한다.)는

한 UE에 대하여 UE의 서비스를 관장하고 Core Network(이하 "CN"이라 칭한다.)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RNC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한 UE에 관하여 UE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RNC중 SRNC에 해당하지 않는 RNC를 Drift RNC(이하 "DRNC"라

칭한다.)라 지칭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 셀이라 함은 하나의 안테나에 대응하여 빔이 형성되는 지역으로 가정하여 설

명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지국에서도 서로 다른 셀이 형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기지국이 하나의 셀을 형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는 DL_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의 수와 DL_DSCH용 TFCI를 전송하지 않는 셀의 수를 기반으로 하여

DL_DSCH용 TFCI를 전송할 때의 power offset값을 결정하는 방법과, 이 power offset값을 SRNC가 결정하는 경우 이

값을 Node B에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Serving RNC(이하 "SRNC"라 칭한다.)는 한 UE에 대하여 UE의 서비스를 관장하고 Core Network(이하 "CN"이라

칭한다.)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RNC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한 UE에 관하여 UE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RNC중 SRNC에 해

당하지 않는 RNC를 Drift RNC(이하 "DRNC"라 칭한다.)라 지칭한다. 이때, 핸드오버 영역에서의 상기 UE와 CN과의 연결

은 한 RNC, 즉, SRNC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외 다른 RNC, 즉 DRNC는 상기 SRNC를 통해 CN연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 셀이라 함은 하나의 안테나에 대응하여 빔이 형성되는 지역으로 가정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지국에서도 서로 다른 셀이 형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기지국이 하나의 셀을 형성할 수도 있다.

도 17은 본 발명의 개념을 도시한 도면으로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UE의 활성집합에서 서로 다른 RNC에 속해 있는

프라이머리 기지국(Node B)(1705)과 세컨더리 기지국(Node B)(1735)을 설정하였으며, 각 기지국에서 연결합되고 있는

cell의 수를 각각 N과 M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TFCI는 경분할방식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프라이머리

기지국이란 상기 도 17의 Primary Node B(1705)로서, UE(1711)에게 DSCH와 이에 대응하는 DL_DCH를 전송하는 기

지국이며, 세컨더리 기지국이란 상기 도 17의 Secondary Node B(1735)로서 UE(1711)의 위치 이동으로 인해 UE

(1711)에게 하향 신호(DL_DCH)만를 전송하는 기지국이다. 소정의 RNC에서 동일한 정보가 전송되고 있을 때 UE에 대해

연결합될 수 있는 cell의 수는 최대 8개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는 곧 M값과 N값이 각각 0에서 7까지의 정수임을 의미한

다. 이때 DSCH TFCI의 power offset은 M값과 N값에 기반하여 정해 질 수 있다 이를 실시 예로 설명하면 M/N값을 이용

하여 power offset을 결정할 수 있다. 하기 <표 8>은 상기 M/N값의 모든 경우에 대한 가능한 DSCH용 TFCI 송신 전력 옵

셋을 나열한 것이다. DSCH TFCI가 3비트의 길이를 지닐 때 하기 <표 8>과 같이 8가지의 송신 전력 옵셋이 가능하며,

TFCI 길이가 3비트보다 길어지면 더 다양한 전력 옵셋이 가능하겠다. 또한 하기 실시 예에서 도시하는 power offset의 값

과 M/N의 값의 매칭은 하기 <표 8>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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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power offset(dB)

0 0

1/7

11/6

1/5

1/4

21/3

2/5

1/2

33/5

2/3

3/4

41

4/3

3/2

55/3

2

5/2

63

4

5

76

7

상기 <표 8>에서 M값은 DSCH용 TFCI를 전송하지 않는 cell들의 수이고 N값은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들의 수로

정의된다. 덧붙여, 상기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들은 DSCH를 전송하는 cell을 포함하고 있는 RNC(1702) 내의 활

성집합내의 cell의 수가 될 수 있고 상기 DSCH용 TFCI를 전송하지 않는 cell들은 상기 DSCH를 전송하는 cell을 포함하고

있는 RNC(1702) 내에 있지 않는 cell들의 수가 될 수 있다. 상기 M과 N은 SRNC와 UE가 알 수 있고 따라서 power

offset은 SRNC 또는 UE가 결정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TFCI를 위한 Power offset 값을 SRNC에서 Node B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실시 예와 더불어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M값과 N에 기반하여 결정된 power offset값은 Node B에 전송되어야 한다. 전송되는

방법의 실시 예로는 SRNC가 DSCH를 전송할 때 power offset값을 함께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는 하기 설명할 Frame

protocol을 이용하여 전송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Frame protocol을 이용하지 않고 Power offset값을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Node B와 SRNC 사이의 신호메시지인

NBAP 메시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 NBAP 메시지는 RNC와 Node B사이에 시그날링 메시지를 지칭한다.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중 power offset을 전송

할 수 있는 메시지로는 Radio Link Reconfiguration 메시지와 Radio Link Setup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도 25는 상기 Radio Link Setup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 25에서 PO1값이 TFCI를 위한 power

offset값이 된다. 상기 PO1값은 DSCH용 TFCI와 DCH용 TFCI에 동일한 Power offset값을 적용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DSCH용 TFCI와 DCH용 TFCI에 서로 다른 power offset을 적용할 경우에는 DSCH용 TFCI를 위한 power offset

값을 새롭게 정의하여 전송되어야 한다.

도 26은 DSCH용 TFCI를 위한 power offset값을 DCH용 TFCI를 위한 power offset과 다르게 설정할 경우에 해당하는

Radio Link Setup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낸다. 상기 도 26에서 PO4가 DSCH용 TFCI를 위한 power offset을 나타낸다.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 의 수는 UE의 핸드오버 동작에 의해 활성집합이 바뀔 때마다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

기 N값과 M값이 변경될 수 있고 이때 변경된 N값과 M값을 기반으로 하여 TFCI를 위한 power offset값을 새롭게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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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때 이 값을 Node B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Radio Link Reconfiguration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Radio Link Reconfiguration 메시지는 상기 N값과 M값에 의해 변경된 power offset을 수신할 Node B에만 전송될 수

있다. 상기 power offset을 수신할 Node B들은 DSCH용 TFCI를 송신할 cell을 포함하는 모든 Node B가 될 수 있고 또는

DSCH를 전송하는 특정 cell을 포함하는 한 Node B에만 전송될 수 있다.

도 27은 상기 power offset값을 첨가한 Radio Link Reconfiguration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 27에서 PO1은 DCH용 TFCI의 power offset값을 나타내고 PO4는 DSCH용 TFCI의 power offset값을 나타낸다.

상기 도 27은 DSCH용 TFCI와 DCH용 TFCI의 power offset값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여 나타내는 도면이고 DSCH용

TFCI와 DCH용 TFCI의 power offset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기 도 27에서 PO1값만을 추가하면 된다. 상기 NBAP 메시

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하기 Frame Protocol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력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도 18은 본 발명의 개념을 도시한 도면으로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UE의 data frame 전송 및 RNC에서 Node B로의

power offset 전송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서로 다른 RNS에 속한 두 RNC, RNC A(1802)와 RNC B(1804)가 있고, 각

각 서로 다른 Node B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Node B에서 UE(1811)로 전송되는 하향 정보 중 DL_DCH와

DSCH 두 가지 정보(1821)를 전송하는 cell은 오직 하나(1811)이고, 나머지 셀들(1812, 1813, 1814)은 DL_DCH(1822,

1823, 1824)만 전송한다. Control frame protocol을 볼 때 RNC에서 Node B로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경우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도 23과 도 24와 같이 된다. 상기 도 23과 도 24는 각각 도 18의 왼쪽 RNC가

UE의 SRNC인 경우와 DRNC인 경우이다.

도 23이 설명하는 첫째 방법은, DSCH용 TFCI가 전송되는 cell을 포함하는 Node B(1805)에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방법이다. 즉, DSCH용 TFCI가 전송되는 cell을 포함하는 Node B에 연결된 RNC(1802)가 UE의 SRNC인 경우에 관한 방

법을 설명한다. 도 21은 RNC가 Node B로 DSCH용 TFCI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 21에서와 같이 DSCH TFCI signalling control frame의 spare(2101)에 power offset을 첨가하여 RNC가 Node

B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도 23의 2301 단계에서는 SRNC에서 TFCI power offset 정보를 포함한 control frame을 전송한다. 상기 control

frame의 구조는 상기 도 21과 같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control frame 전송 방식은 상기 도 18의 RNC(1802)에서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을 포함하는 모든 Node B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즉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에 연결

된 RNC의 모든 Node B 즉 상기 도 18의 Node B(1805) 와 Node B(1806)로 control frame을 전송하여 SHO region에

있는 모든 cell(1811, 1812, 1813)이 power offset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상기 TFCI power offset 정보를

Node B로 전송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기 도 18의 RNC(1802)에서 DSCH data를 전송하는 cell(1811)로만 DSCH data

frame을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도 22는 상기 RNC에서 Node B로 data frame을 이용하여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경우에 DSCH data frame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 22는 DSCH data frame에 power offset을 첨가하는 방법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도 22는 header 부분의 빈 공간에 power offset을 채움으로써 data frame에 전력 옵셋 정보를 담아 Node B로 전송

할 수 있다. 단, 인접한 power offset(2202)은 TFCI power offset이 아닌, data power offset이다. 상기 도 22에서

power offset은 TFI bit과 나란히 있는 spare bit에 power offset을 추가하는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이때 spare bit은

3bit이므로 RNC에서 Node B로 전송 가능한 power offset의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될 수 있다.

RNC에서 Node B로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상기 control frame을 이용하는 방법과 상기 data frame

을 이용하는 상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 도 23의 2302단계에서 Node B는 상기 도 23의 2301단계에서 SRNC가 송신한 power offset을 포함한 control

frame을 Node B가 수신한다. 이 때 control frame이 아닌 data frame을 수신할 경우,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

(1811)을 포함하는 Node B(1805)만 data frame을 수신하게 된다.

상기 도 23의 2303 단계에서는 Node B내의 cell들이 control frame TFCI power offset 정보를 수신한다. 역시 상기

2302 단계에서 data frame을 수신할 경우,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1811)만 power offset을 수신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도 23의 2304 단계에서는 Node B의 TFCI power offset을 이용하여 각 radio link에 해당하는 Cell들은

TFCI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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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가 설명하는 둘째 방법은, Node B가 SRNC에서 DRNC를 거쳐 power offset을 전송받을 경우, 즉, DSCH용 TFCI가

전송되는 cell을 포함하는 Node B에 연결된 RNC(1802)가 DRNC인 경우에 대한 방법이다. SRNC가 DRNC로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control frame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도 20는 SRNC가 DRNC로 control frame을 이용

하여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경우 control frame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control frame은 SRNC에서

DRNC로 control 정보를 전송할 때 쓰이는 radio frame을 말한다. 상기 도 20에서 power offset을 삽입되는 부분은

reserved field로 그 데이터의 크기는 가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즉, 8비트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8비트 보다 작은 크기로 구성할 수도 있다. SRNC가 DRNC로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또 다른 방법은 SRNC

로부터 DRNC로 전송되는 DSCH data frame에 power offset 정보를 첨가하여 전송하는 방법이다. 도 19는 상기 power

offset을 첨가한 DSCH data frame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 19에서와 같이 power offset 값은 DSCH data

frame의 CmCH-PI(Common Transport Channel Priority Indicator, 4 bits)와 나란히 전송될 수 있다. 상기 도 19를 보

면, DSCH data frame이 기지국에서 수신되었을 때 추가되는 header 부분에, data 부분의 빈 공간인 1902 따위와 같은,

여분의 data 전송을 위한 4비트 크기의 빈 공간(1901)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DSCH용 TFCI를 위한 power offset으로

채우는 방법이다.

상기 도 24의 2401단계에서는 SRNC(1804)에서 DRNC(1802)로 control frame 또는 data frame을 전송한다. 2402단계

에서는 DRNC(1802)에서 Node B(1805, 1806)로 control frame 또는 data frame을 전송한다. 2403단계에서는 Node B

가 control frame 또는 data frame 내의 TFCI power offset을 수신한다. 마지막으로 2404단계에서는 Node B에서 설정

된 TFCI power offset을 UE가 수신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RNC에서 Node B로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세 가지 경우를 유추할 수 있

는데, 도면 18을 참조하면, RNC(1802)에서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1811)로만 DSCH data frame을 전송하거나,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cell에 연결된 RNC의 모든 Node B(1805, 1806)로 control frame을 전송하여 SHO region에

있는 모든 cell(1811, 1812, 1813)이 power offset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기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는 방법이 가

능하다.

본 발명의 상기 실시 예와 더불어 전송된 power offset을 Node B가 적용함에 있어서 UE로부터 전송받은 신호 메시지를

이용하여 power offset의 적용을 달리하는 방법을 실시 예와 더불어 설명한다.

UE로부터 전송받는 신호 메시지를 이용하는 하나의 실시 예로 SSD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DSCH용 TFCI를 전송하는

각 cell들은 임시 구별자를 부여받는데, SHO region에 있는 UE는 주기적으로 활성집합 내의 기지국에 상향 FBI field를

통해 primary cell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상기 primary cell은 UE가 신호를 가장 강하게 받는 셀로 선택된다. 이에 DSCH

용 TFCI를 전송하는 Node B들은 해당 Cell이 primary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별하여 다른 offset을 적용할 수 있다.

power offset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방법이 있다.

상기 3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상기 실시 예에서 SRNC로 부터 전송받은 power offset값을 primary인 경우에는 그대

로 사용하고, primary가 아닌(non primary - 이하 "non-primary"로 칭함) 경우에는 상기 power offset에서 일정 power

offset 값을 추가하여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 power offset 값이 3dB인 경우 SRNC로부터 전송받은

power offset값이 5dB일 때 각 Cell은 primary인 경우는 5dB의 power offset으로 TFCI를 전송하고 non-primary인 경

우에는 8dB의 power offset으로 TFCI를 전송한다. 이 때 본 발명의 설명에서와 같이 TFCI의 power offset은 DCH용과

DSCH용 TFCI모두에 적용하는 방법과 DSCH용 TFCI에만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는 SRNC로부터 전송받은 power offset 값을 non-primary인 경우 사용하고 primary인 경우에는 일정 power offset

값만큼 약하게 전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rimary의 경우만 power offset을 유지할 수 있다. 요컨대, non-primary cell power offset을 다소 높여서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2[dB]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있으며, primary cell power offset을 원래보다 약간 높게, non-

primary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primary cell power offset을 원래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사용함으로 DSCH를 수신하는 UE가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서 DSCH용 TFCI를 올바르게

수신할 수 있으며, DSCH를 전송하는 기지국이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서 DSCH용 TFCI를 신뢰도 있게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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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랴 DSCH를 전송하는 RNC가 DSCH용 TFCI를 전송함에 있어서 RNC가 DSCH를 전송하는 프라이머리

기지국이외의 다른 node B의 수를 고려하여 DSCH용 TFCI의 상대적인 파워 옵셋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기 DSCH

용 TFCI의 전송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하향 공유 채널과 이에 대응하는 하향 전용 채널의 구조도,

도 2는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SHO)에서 DSCH 전력 제어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소프트 핸드오퍼 지역(SHO)에서 DSCH 전력 제어를 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에서 DSCH 전력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

도 5는 FBI의 구조와 FBI가 전송되는 상향 전용 채널의 구조도,

도 6은 본 발명의 구현 예에 따른 UE 수신기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의 구현 예에 따른 UE 송신기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구현 예에 따른 기지국 수신기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의 구현 예에 따른 기지국 송신기 구성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UE 알고리즘,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UE 알고리즘,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 동작 제어 흐름도,

도 13은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offset 개념도,

도 14는 본 발명에서 (n,3) 부호 및 (n,4) 부호를 생성하는 부호기 내부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15는 본 발명에서 (n,3) 부호 및 (n,4) 부호를 복호하는 복호기 내부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16은 본 발명에서 (7, 3) 부호를 생성하는 심플렉스 부호기 내부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SOH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RNC 및 셀(Cell)간의 관계로 도식화한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SOH가 이루어지는 경우 RNC간 데이터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9는 상기 power offset을 첨가한 DSCH data frame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SRNC가 DRNC로 control frame을 이용하여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경우 control frame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1은 RNC가 Node B로 DSCH용 TFCI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2는 상기 RNC에서 Node B로 data frame을 이용하여 power offset을 전송하는 경우에 DSCH data frame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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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TFCI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의 순서도,

도 2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RNC간 TFCI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의 순서도,

도 25는 상기 Radio Link Setup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6은 DSCH용 TFCI를 위한 power offset값을 DCH용 TFCI를 위한 power offset과 다르게 설정할 경우에 해당하는

Radio Link Setup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7은 상기 power offset값을 첨가한 Radio Link Reconfiguration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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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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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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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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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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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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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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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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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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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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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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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도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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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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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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