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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트비트 요구보다 낮은 레벨로의 하트비트 신호의 전송

(57) 요약

무선 CDMA 시스템과 같은 통신시스템은 필드유닛(55)이 다른 전력레벨(예컨대, 한 마커에 대하여 9dB과 다른 마커에 대

해 11dB)로 마커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서 낮은 에러로 마커를 검출한다. 마커의 전력레벨의 차이는 기지국(110)으로 하여

금 선택 기준을 사용하여 낮은 에러확률로 요구마커를 식별하도록 하며, 여기서 대안기준은 마커와 각각의 에너지 레벨 임

계값을 비교하는 것, 시간슬롯의 점유, 상호 배타적인 코드채널의 점유 또는 이들의 결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컨대, 한 특정 실시예에서, 일반적인 높은 우선순위 마커인 요구 마커는 높은 전력으로 전송되며, 이는 검출확률을 개선

하고 또한 요구 마커의 거짓 검출확률을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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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요구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 1 통신상태의 제 1 지시 및 제 1 에너지 레벨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제 1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제 2 통신상태로 변경하기 위한 요구에 대한 제 2 지시 및 제 2 에너지 레벨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제 1 에너지 레벨 임계값과 상기 제 1에너지 레벨을 비교하고, 제 2 에너지 레벨 임계값과 상기 제 2 에너지 레벨을 비교함

으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호들이 수신되는 신호채널에서 시간슬롯들을 적분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에너지 레벨은 각각의 시간슬롯들의 점유에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의 검출된 에너지 레벨이 상기 제 2 에너지 레벨 임계값 이상인 것으로 결

정되면 상기 통신시스템으로 하여금 상기 제 2 통신상태로 변경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의 검출된 에너지 레벨이 상기 제 2 에너지 레벨 임계값 이하인 것으로 결

정되면 상기 통신시스템으로 하여금 상기 제 2 통신상태로 변경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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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에너지 레벨의 에너지 레벨에 기초하여, 상기 검출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적분시간 및 에너지

레벨 임계값을 세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호들의 전송된 전력레벨들에 기초하여, 상기 검출단계는 에너지 레벨

임계값을 세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통신상태는 대기상태이며, 상기 제 2 통신상태는 페이로드 통신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또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무선 통신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상태들은 데이터 통신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목표 검출확률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의 상기 제 2 에너지 레벨을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목표 거짓검출확률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의 상기 제 2에너지 레벨을 조절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상태들을 변경하기 위한 요구를 결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 1 에너지 레벨의 제 1 통신상태의 제 1 지시를 가진 적어도 하나의 제 1 신호를 수신하고, 제 2 에너지 레벨의 제 2 통신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요구에 대한 제 2 지시를 가진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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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들을 검출하기 위해 상기 수신기에 접속된 검출기를 포함하며, 상기 검출기는 제 1 에너지 레벨 임

계값과 상기 제 1 에너지 레벨을 비교하고, 제 2 에너지 레벨 임계값과 상기 제 2 에너지레벨을 비교하는 비교기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호가 수신되는 신호 채널의 시간슬롯들에 대해 적분

하는 적분기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에너지 레벨은 각 시간슬롯들의 점유에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의 검출된 에너지 레벨이 상기 제 2 에너지 레벨 임계값 이상인 것으로 결

정되면, 상기 통신시스템으로 하여금 상기 제 2통신상태로 변경하도록 하는 상태 선택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23.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의 검출된 에너지 레벨이 상기 제 2 에너지 레벨 임계값 이하인 것으로 결

정되면, 상기 통신시스템으로 하여금 상기 제 2 통신상태로 변경하도록 하는 상태 선택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상호 배타적인 코드채널의 점유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코드채널 모니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i) 각각의 선택가능한 적분시간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적분유닛을 포함하며, (ii) 상기 제

1 에너지 레벨의 에너지 레벨에 기초하여 에너지 레벨 임계값을 세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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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i) 고정된 적분시간을 가진 적분유닛을 포함하며, (ii)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호들의 전송된 전력레벨에 기초하여 에너지 레벨 임계값을 세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통신상태는 대기상태이며, 상기 제 2 통신상태는 페이로드 통신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또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무선 통신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상태들은 데이터 통신상태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4.

제 19항에 있어서, 목표 검출확률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의 상기 제 2 에너지 레벨을 추가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5.

제 19항에 있어서, 목표 거짓 검출확률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의 제 2 에너지 레벨을 추가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6.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요구를 결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 1 에너지 레벨의 제 1 통신상태의 제 1 지시를 가진 적어도 하나의 제1 신호를 수신하고, 제 2 에너지 레벨의 제 2 통신

상태로 변경하기 위한 요구에 대한 제 2 지시를 가진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검출하고, 상기 통신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구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시간슬롯들의 점유를 모니

터링하는 시간슬롯 모니터를 구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7.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요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등록특허 10-0665077

- 5 -



적어도 하나의 제 1 신호로 전송될 제 1 지시 및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로 전송될 제 2 지시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는 데이터 통신상태와 연관된 각 에너지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1 및 제2 지시는 각각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 선택이 행해지며, 상기 제1 및 제2 지시는 대안기준에 따라 검출가능하며; 및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는 신호채널의 시간슬롯들로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다중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의 에너지 레벨은 수신 시스템에 의한 독립 임계값과의 비교를 고려하는 방식으

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슬롯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양쪽의 상호 배타적인 시간슬롯에 제공된 지시는 통신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요구를 나타내며, 양쪽의

상호 배타적인 시간슬롯보다 적은 시간슬롯에 제공된 지시는 동일한 통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를 지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호 배타적인 코드채널에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은, 코드채널 시간슬롯 점유, 연관된 에너지 레벨, 지시기간, 및 지시 반복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상태는 대기상태 및 페이로드 통신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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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또는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화(OFDM) 무선 통신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상태는 데이터 통신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의 각 에너지 레벨은 목표 검출확률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9.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의 각 에너지 레벨은 목표 거짓 검출확률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0.

통신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요구를 만들기 위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장치로서,

적어도 하나의 제 1 신호로 전송될 제 1 지시 및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로 전송될 제 2 지시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수단

을 포함하는데,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는 통신상태와 연관된 각각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1 및 제2 지시는 각각

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 선택이 행해지며, 상기 제1 및 제2 지시는 선택 기준에 따라 검출가능하며;

제 1 및 제 2 지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선택기에 접속된 송신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1.

제 50항에 있어서, 신호 채널의 시간슬롯들에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적용하기 위해 상기 선택 수단 및 상기 송신 수단

에 접속된 멀티플렉싱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2.

제 5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의 에너지 레벨들은 수신 시스템에 의한 독립 임계값과의 비교를 고려하는 방식

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3.

제 5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슬롯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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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4.

제 53항에 있어서, 양쪽의 상호 배타적인 시간슬롯에 제공된 제 1 또는 제 2 지시는 통신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요구를 지

시하며, 양쪽의 상호 배타적인 시간슬롯보다 적은 시간슬롯에 제공된 제 1 또는 제 2 지시는 동일한 통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를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5.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호 배타적인 코드채널에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6.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은, 코드채널 시간슬롯 점유, 연관된 에너지 레벨, 지시 기간, 및 지시 반복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7.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상태는 대기상태 및 페이로드 통신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8.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또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무선 통신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9.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상태는 데이터 통신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0.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목표 검출확률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

호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1.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목표 거짓 검출확률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호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2.

통신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요구를 만들기 위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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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제 1 신호로 전송될 제 1 지시 및 적어도 하나의 제 2 신호로 전송될 제 2 지시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수단

을 포함하는데,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는 통신상태와 연관된 각각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며 선택 기준에 따라 검출가능하

며;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 1 및 제 2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 수단; 및

신호 채널의 시간슬롯들에 상기 제 1 및 제 2 지시를 적용하기 위해 상기 선택 수단 및 상기 송신 수단에 접속된 멀티플렉

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에러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트비트의 다중검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전화 및 퍼스널 컴퓨터의 증가는 한 때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만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차세대 원격통신 서

비스의 요구를 증가시켰다. 1980년대에, 무선 음성통신은 셀룰라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높은 가입자 비용으로 인하여 우선 비지니스맨을 위한 것으로만 여겨졌다. 또한, 상기 서비스는 원격 분

산 컴퓨터 네트워크로 액세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최근까지 단지 비즈니스맨 및 큰 기관만이 필요한 컴퓨터 및 무선 액세

스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알맞은 새로운 기술의 광범위한 이용으로 인하여, 일반 대중들은 지금 인터넷 및 사설 인트라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유선으

로 액세스할 뿐만아니라 무선 액세스하기를 원하고 있다. 무선기술은 특히 전화선에 구속되지 않고, 상기 네트워크를 액세

스하기를 원하는 휴대용 컴퓨터, 랩탑 컴퓨터, 핸드헬드 퍼스널 및 디지털 단말기 등의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저비용 및 고속으로 인터넷, 사설 인트라넷 및 기존 무선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는 다른 네트워크에 대하여 액세스를 제

공하는 안전한 이용가능한 솔루션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여러가지 부적당한 상황의 결과이다. 첫째, 비지니스

환경에서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상적인 방식은 대부분의 가정 및 사무실에서 이용가능

한 음성 등급 서비스에 용이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표준 고속 데이터 서비스는, 무선 네트워크가 음성 서비스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표준 셀룰라 무선 핸드세트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결과로서, 오늘날, 디지털 무

선 통신시스템은 비록 CDMA와 같은 임의의 방식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비대칭 동작방식을 제공할지라도 음성전송

에 최대한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IS-95로 순방향 트래픽 채널에 대하여 미국통신산업협회(TIA)에 의하여 규정된 데이터

레이트는 소위 레이트 세트 1에 대하여 1.2kbps로부터 9.6kbps까지 증가하도록 조절가능하며, 레이트 세트 2에 대하여

1.8kbps로부터 14.4kbps까지 증가하도록 조절가능하다. 그러나,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에서는 데이터 레이트가

4.8kbps로 고정된다.

기껏해야, 기존 무선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순방향 링크를 통해 초당 14.4킬로비트(kbps)의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채널을 제공한다. 이러한 낮은 데이터 레이트 채널은 통합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ISDN)형 장비를 사용하여

이용가능한 128kbps와 같은 매우 높은 레이트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가의 유선 모뎀을 사용하여 지금 공통적으로 이용

가능한 28.3 또는 56.6kbps의 레이트로도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한다. 이들 레벨에서의 데이터 레이트는 브라우징 웹 페이

지와 같은 활동범위에 대한 최대 허용가능한 레이트가 되었다.

비록 셀룰라 시스템이 초기에 개발되었을 때 유선 네트워크가 알려졌을지라도, 대부분 무선 시스템이 셀룰라 네트워크 토

폴로지를 통해 고속 ISDN 또는 ADSL 등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설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무선 시스템에는 무선 채널 자원보다 더 많은 잠재적인 사용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수요 기반 다중 액세스 시스

템의 일부 형태가 요구된다.

등록특허 10-0665077

- 9 -



무선 주파수 캐리어 신호 그룹으로 아날로그 변조하는 통상적인 주파수 분할 다중접속(FDMA)에 의하여 또는 시분할 다중

접속(TDMA) 또는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을 사용하여 무선 캐리어 주파수를 분할하는 방식에 의하여 다중 접속이 제

공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파 스펙트럼의 성질은 변경된다. 이는 유선 매체가 비교적 저가이고 또한 전형적으로 분할되지

않는,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통상적인 환경과 비슷하지 않다.

무선 시스템의 설계시 고려해야 할 다른 팩터는 데이터 자체의 특성이다. 예컨대, 역방향 및 순방향으로의 비대칭 데이터

레이트 전송 요건과 함께 웹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가 버스트 지향인 것을 고려하라. 일반적인 응용에서, 원격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사용자는 우선 웹 페이지의 어드레스를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일일이 열거한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보통 100바이트 이하인 웹 페이지 어드레스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 컴퓨터에 전송한다. 이때, 서버 컴퓨터는 텍스

트,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데이터의 10킬로바이트 내지 수메가바이트를 포함할 수 있는 요구된 웹페이지의 내용에

응답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다른 웹 페이지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페이지의 내용을 판독하기 위하여 수초 또는 수분을

소비할 수 있다.

사무실 환경에서, 대부분 피고용인의 컴퓨터 작업 습관은 소수의 웹 페이지를 체크한후 국부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

스하거나 또는 컴퓨터의 사용을 종료하는 것과 같은 임의의 작업을 연장된 기간동안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사용

자가 온종일 인터넷 또는 사설 인트라넷에 연속적으로 접속을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고속 데이터 링크의 실제 사용은 보

통 아주 간헐적이다.

만일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는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가 무선 음성 통신과 공존한다면, 무선 CDMA 시스템에서 이용가능

한 자원의 이용을 최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주파수 재사용 및 동적 트래픽 채널 할당은 고성능 무선

CDMA 통신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임의의 특성을 다루지만, 이용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한 응용에서, 한 채널을 통해 시간슬롯에서의 마커의 전송은 활성화되는 대응 필드 유닛에 의한 요구를 나타낸다. 즉, 할당

된 시간슬롯에서 마커의 전송은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이 필드유닛으로부터 기지국으로 데이터 페이로드를 전송하기 위

하여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필드유닛이 현재 대기모드에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선택적

으로, 필드유닛은 필드유닛이 활성모드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역방향 링크 채널쌍중 제 2채널을

통해 마커를 전송한다. 예컨대, 필드유닛은 역방향 링크 채널을 통한 데이터의 전송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드유닛은

비활성 모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나, 필드유닛이 언제든지 즉시 활성모드로 되도록 기지국과 동기된다.

어느 경우든, 본 발명의 원리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은 다른 전력레벨(예컨대 한 마커에 대해 9dB 및 다른 마커에

대하여 11dB)로 마커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서 마커를 검출하기 위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

할 수 있다. 마커의 전력레벨의 차이는 시스템이 낮은 에러확률로 선택 기준을 사용하여 요구 마커를 식별하도록 하며, 여

기서 선택 기준은 마커를 각각의 에너지 레벨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 시간슬롯의 점유를 모니터링하는 단계와, 상호 배

타적인 코드 채널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한 특정 실시예에서, 일반적으로 높

은 우선순위를 갖는 마커인 요구 마커는 높은 전력으로 전송되며, 이는 검출확률을 개선하며 요구 마커의 거짓 검출에 대

한 확률을 감소시킨다.

특정 CDMA 시스템 응용에서, 필드유닛은 역방향링크의 제 1 코드를 사용하여 기지국에 하트비트(HB) 채널을 제공하며,

역방향 링크의 제 2 코드를 사용하여 요구를 갖는 하트비트(HB/RQST) 채널을 기지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CDMA 응용에

서, 본 발명의 원리를 따르면, 필드유닛은 전력레벨의 차이를 가진 HB 및 HB/RQST 채널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HB/RQST가 높은 우선순위 신호이기 때문에 HB/RQST를 높은 전력으로 제공한다.

본 발명의 기술은 I-CDMA 및 1xEV-DV 시스템을 지원하나, 일반적으로 유선 또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다양

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

IS-2000과 같은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시스템 및 IEEE 802.11a 무선 근거리통신망(LAN)과 같은 주파수 분할 다중

화(OFDM) 시스템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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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전술한 그리고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동일한 도면부호가 동일한 부재를 언급하는 첨부도면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음과 같은 특정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하트비트(HB) 신호 대 요구를 갖는 하트비트 신호(HBR, HB/RQST, 또는 요구

신호)에 대하여 핸드세트로부터 전송된 전력(또는 기본 터미널 국(BTS)에서의 목표 수신전력)에 적용된다. HB 및 HB/

RQST 신호는 미국특허출원번호 09/775,305에 개시되어 있으며 CDMA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상의 단일 코드채널인

유지채널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유지채널은 시간슬롯이며, 다른 사용자는 다른 슬롯이 할당된다.

무선 통신 시스템이 타이밍 및/또는 전력제어 뿐만아니라 BTS에 대한 존재지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트비트 신호를 전송

한다. 터미널이 할당된 역방향 링크채널을 필요로 할때, 터미널은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전송한다.

이들 채널에 대한 검출확률 및 거짓 검출확률에 대한 요건은 아주 다르다. 예컨대, HB에 대한 검출요건은 상당히 낮다. 그

것은 단지 채널의 도플러로부터 발생하는 다중경로 구조 변화의 물리적 이동으로 인하여 코드채널의 타이밍의 슬루를 추

적하는데 충분하게 빠른 레이트로 검출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전력제어는 검출과 무관하게 또는 검출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작한다.

예컨대, 만일 수신된 전력이 미리 결정된 임계값 이상에 있지 않으나 상관 관계가 할당되기 때문에 신호가 검출되지 않는

다면, 전력명령은 전력이 너무 낮고 터미널이 "파워-업"되어야 하는 것을 지시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한 요건은 검출기가

수신된 신호에 제시간에 충분히 할당될 정도로 검출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요구신호에 대한 검출 확률은 요구가 긴급 이벤트이기 때문에 요구 신호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신호로

고려될 때 매우 높다. 따라서, 요구신호는 높은 전력을 가지고 전송될 수 있으며, BTS에서의 임계값은 다르게 세팅될 수

있다. 이는 양호한 검출확률뿐만 아니라 낮은 거짓 검출 확률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면, 하트비트 신호, 요구신호 또는 임의의 다른 신호 메시지에 대한 다른 검출확률 및 거짓

검출확률이 사용될 수 있다.

신호형태에 기초하여, 액세스 터미널은 다른 전력을 가진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다양한 기준은 신호를 통해 전송된 요구

의 지시를 검출하기 위하여 BTS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시간슬롯화된 채널 또는 상호 배타적인 코드 채널에서,

임의의 슬롯은 요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 대조적으로 요구가 만들어질 때 점유된다. 이러한 경우에, 높은 전력, 존재 또

는 이들 둘 다는 검출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사용하며 전술한 시스템과 유사한 예시적인 통신시스템(100)의 도면이다. 안테나 타워(23)를

가진 송수신 기지국(BTS)(25)은 다수의 필드 유닛(42a, 42b, 42c)(총괄하여 필드유닛(42)이라 함) 각각과 무선 통신링크

를 유지한다. 이러한 무선링크는 기지국(25) 및 필드유닛(42) 사이의 순방향링크(70) 및 역방향 링크(65)의 할당에 기초하

여 형성된다. 각각의 링크(65 또는 70)는 전형적으로 다수의 논리 역방향 링크 채널(55) 및 다수의 논리 순방향링크 채널

(60)을 각각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시스템(100)은 인터페이스(50) 및 네트워크(20) 사이의 무선통신을 지원한다. 전형적으로, 네트워

크(20)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공중교환 전화망(PSTN)이다. 인터페이스(50)는 네트워크

(20)에 무선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종 액세스 유닛으로 언급되는 휴대용 컴퓨터(12)와 같은 디지털 처리장치에 접

속된다. 따라서, 휴대용 컴퓨터(12)는 유선 및 무선 데이터링크의 결합을 통한 통신에 기초하여 네트워크(20)를 액세스한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순방향 링크 채널(60) 및 역방향 링크 채널(55)은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채널로서 통신시스템

(100)에서 규정된다. 즉, 각각의 CDMA 채널은 바람직하게 증가된 의사잡음(PN) 코드 시퀀스로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채

널을 통해 전송함으로서 규정된다. 그 다음에, PN 코딩된 데이터는 무선 주파수 캐리어로 변조된다. 이는 수신기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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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채널에 대하여 할당된 증가된 특정 PN코드만을 아는 다른 CDMA 채널로부터 하나의 CDMA 채널을 암호해독을

하도록 한다. 실시예에 따르면, 각각의 채널은 바람직하게 IS-95 CDMA 표준 또는 1xEV-DV 표준과 일치하는 1.25MHZ

을 점유하며 38.4kbps로 전송할 수 있다.

순방향 링크(70)는 적어도 4개의 논리적 순방향 링크 채널(60)을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같이, 이는 파일럿 채널(60PL), 링

크 품질 관리(LQM) 채널(60L), 페이징 채널(60PG) 및 다중 트래픽 채널(60T)을 포함한다.

역방향 링크(65)는 적어도 5개의 논리적 채널(55)을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같이, 이는 하트비트 대기 채널(55HS), 하트비

트 요구 활성채널(55HRA), 액세스 채널(55A), 및 다중 트래픽 채널(55T)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역방향 링크 채널(55)

은 각각의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60T)이 2.4kbps로부터 최대 160kbps까지 변화하는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다

는 것을 제외하면, 순방향 링크 채널(60)과 유사하다.

기지국(25) 및 필드 유닛(42a)사이에 전송된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웹 페이지 데이터와 같은 인코딩된 디지털 정보를 포함

한다. 역방향 링크(65) 또는 순방향 링크(70)에서의 다중 트래픽 채널의 할당에 기초하여, 높은 데이터 전송율은 기지국

(25) 및 필드 유닛(42a)사이의 특정링크에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필드유닛(42)이 대역폭 할당을 위하여 경쟁하기 때

문에, 필드유닛(42a)은 자원이 데이터 페이로드를 전송하기 위하여 트래픽 채널이 자유롭게 할당될 때까지 대기해야만 할

수도 있다.

요구신호를 가진 하트비트로부터 하트비트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검출기 시스템(도 2)을 논의하기

전에, 예시적인 신호의 짧은 설명이 도 3A-3C를 참조로하여 논의될 것이다.

도3A에서, 필드유닛에 의하여 전송될 수 있는 1xEV-DV 신호는 3개의 개별 상태, 즉 제어홀드 상태(165), '활성화하기 위

한 요구' 상태(170), 및 데이터 트래픽 상태(175)를 가지는 것으로 도시된다. '제어 홀드' 상태(165)에서, 신호(160)는 '활

성화하기 위한 요구' 지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신호(160)는 필드유닛(42a)이 트래픽 채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하는 '유효상태' 또는 '제어홀드 상태'를 유지한다. '활성화하기 위한 요구' 상태(170)는 역방향링크상의 트래픽 채널을

통해 BTS(25)로의 데이터 전송을 요구한다는 지시이다. 트래픽 상태(175)에서, 트래픽 데이터는 필드유닛에 의하여 BTS

에 전송된다. 역방향 링크를 통한 트래픽 데이터의 전송후에, 신호(160)는 '데이터 전송 완료' 상태(도시안됨)의 전송 다음

에 '제어홀드' 상태(165)로 다시 되돌아간다.

비록 단일 신호(160)로서 도시될지라도, 신호는 직교 또는 비직교코드를 사용하여 상호 배타적인 채널로 코딩되는 다중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제어홀드' 상태(165)는 '활성화하기 위한 요구' 상태(170)로부터 다른 채널

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유사하게, 전송상태(175)로 전송된 트래픽 데이터는 다른 두 가지 상태(165, 170)로부터 개별 채

널상에 있을 수 있다. 다중채널의 예는 도 3B 및 도 3C를 참조로하여 논의된다.

도 3B는 에포치(epoch) i(177a), 에포치 i+1(177b) 등을 반복하는 사용자(1, 2, 3,...,N)에 대해 할당된 시간슬롯을 가진

다이아그램을 나타내는 인터넷 코드 분할 다중접속(I-CDMA)의 예이다. 채널은 하트비트 채널(55H), 요구채널(55R) 및

트래픽 채널(55T)로 구성된다. 이들 채널의 각각은 신호가 상호 배타적인 코드채널을 통해 전송되도록 하는 연관코드(C1,

C2, C3, C4,...,CN)를 가진다. 전송 및 수신 시스템은 전형적인 CDMA 방식으로 각각 포함된 정보를 분리하기 위하여 코

드들 사용하여 채널내의 정보를 처리한다.

도시된 예에서, 사용자 1,2,4,5,6,...,N은 하트비트 채널(55H)내의 신호(180)의 존재에 의하여 지시되는 유휴상태를 유지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3은 제 1에포치(177a)의 요구채널(55R)의 신호(185) 및 제 2 에포치(177b) 및

가능한 추가 에포치의 요구채널(55R)의 신호(185b)에 기초하여 역방향 링크를 통한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고 있다. 제 2

에포치(177b)에서, 사용자는 코드(C5)를 사용하여 연관된 트래픽 채널로 트래픽 데이터(190)를 전송하기 시작한다.

도 3C는 필드유닛(42a)로부터 기지국(25)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요구'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 3A의 1xEV-DV

신호의 상세한 신호도이다. 이 실시예에서, 1xEV-DV 신호는 다른 논리채널, 즉 하트비트 채널(55H) 및 요구채널(55R)상

의 다중신호로 구성된다. 하트비트 채널(55H)은 필드유닛(42a)으로부터 기지국(25)으로 연속 타이밍 및 다른 정보(예컨

대, 전력제벨, 동기화 등)를 제공한다. 필드유닛(42a)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역방향 링크(65)상의 트래픽 채널을 요구

하는 기지국(25)의 요구(예컨대, 디지털 "1")를 만들기 위하여 요구채널(55R)을 사용한다.

화살표로 표시된 샘플링 시간(195a, 195b, ..., 195f(총괄적으로 195라 함))은 트래픽 채널에 대한 요구가 만들어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BTS(25)가 요구신호(55R)의 시간슬롯을 샘플링하는 시간 또는 간격 및 선택적으로 하트비트 채널(55H)

을 지시한다. 샘플링은 전체 시간슬롯 또는 이의 부세트상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하트비트 채널(5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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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요구채널(55R)은 상기 특정 실시예에서 상호 배타적인 코드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샘플링은 모든 시간슬롯 또는 시간

슬롯의 부세트에서 상호 배타적인 코드채널(55H, 55R)상에서 수행된다. 한 특정 실시예에서, 기지국(25)은 샘플링 시간

(195b, 195d, 195f)에서의 시간슬롯에서와 마찬가지로 요구 지시를 위하여 지정된 시간슬롯에서 상호 배타적인 코드채널

(55H, 55R)을 샘플링한다. 이들 시간슬롯동안, 하트비트 채널(55H)은 "비활성화"되나, 요구채널(55R)은 "활성화"된다.

전술한 바와같이, "활성화" 요구 시간슬롯의 신호는 변조된 메시지 또는 "비트"를 가지지 않는 단순하게 코딩된 파일럿 신

호일 수 있다. 따라서, 검출은 주어진 시간간격 또는 여러 스패닝 시간간격에 걸쳐서 각 시간슬롯에서의 하트비트 및 요구

신호와 하트비트의 각 에너지 레벨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특정 실시예에서, "제어홀드" 상태(165) 지시는 제 1

에너지 레벨을 가지며, "활성화하기위한 요구" 상태(170)는 제 2 에너지 레벨을 가진다.

한 특정 실시예에서, 두 상태를 구별하는 것은 신호의 에너지 레벨을 측정하고, (i) 에너지 레벨과 적어도 하나의 임계값을

비교하거나 또는 (ii) 하트비트 신호가 논리제로에 있을때 시간슬롯의 상호 배타적인 코드채널에서 요구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지시들의 다른 에너지 레벨은 신호의 듀티 사이클, 신호의 주파수, 신호의 전력, 및 신호

구조등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호의 에너지 레벨이 사용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 또는 인

자, 즉 (i) 검출확률 P(d)(x-축),(ii) 신호대 잡음비 (데시벨)(y-축), 및 (iii) 거짓검출 확률 P(fd)(챠트의 곡선)에 기초하여

신호화 요건을 선택하기 위한 차트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챠트는 비파동 신호를 위하여 계산되는 파라미터로서

의 거짓 알람 확률 P(fd)와 함께, 단일 펄스에 대한 검출확률의 함수로서 선형 정류 검출기의 입력 터미널에서 요구된 신호

대 잡음비를 도시한다. 다른 파라미터 또는 인자가 지시의 전송 전력레벨을 형성하거나 또는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원형 포인트(200)에서, 신호대 잡음비는 3dB이며, P(d) =20%이며, P(fd)=1%이다. 동일한 거짓검출 확률에 비하여 검출

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호대 잡음비의 증가가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짓검출 곡선

의 동일한 확률을 따라 원형 포인트(200)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며, 이에 따라 요구신호가 빠르게 검출될 가능성이 개선된

다.

예시적인 통신시스템(100)(도 1)에 대한 예시적인 하트비트 대기(55HS) 및 하트비트 요구 활성(55HRA) 에너지 레벨에

관한 예시적인 모델 및 설명을 제공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프로세서 및 검출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지금

제공된다.

도 2는 필드유닛(42a)이 데이터를 BTS(25)에 전송하는 것을 요구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요구 검출 프

로세서(110)의 개략도이다. 수신기(Rx 35)는 신호(55)를 수신하며, 유지채널(55M), 트래픽 채널(55T), 액세스 채널

(55A), 하트비트 대기채널(55HS) 및 하트비트 요구 활성채널(55HRA)을 포함한다. 역방향 링크 채널(55)은 하트비트 채

널 프로세서(112)가 하트비트 대기채널(55HS)을 수신하고 요구채널 프로세서(114)가 하트비트 요구 활성채널(55HRA)

을 수신하도록 처리된다.

하트비트 채널 프로세서(112) 및 요구 채널 프로세서(114)는 특정 실시예에서 동일한 처리 엘리먼트를 포함하며, 따라서

하트비트 채널 프로세서(112)는 간결하게 설명할 것이다.

하트비트 채널 프로세서(112)는 하트비트 대기채널(55HS)을 수신한다. 상관기(115)는 역확산기(120)을 사용하여 하트비

트 대기채널(55HS)을 역확산시킨다. 적분기(125)는 하트비트 신호를 코히어런트 결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신호를 코히

어런트 결합함으로서, I,Q 및 위상의 적분은 신호의 위상이 제거되도록 하여 신호의 전력을 출력한다.

상관기(115) 다음에, 정류기(130)(즉 신호의 절대값을 제곱함)는 신호의 전력을 정류한 다음, 수신된 하트비트 신호의 에

너지를 계산하기 위하여 제 2 적분기(135)에 의하여 적분된다. 제 2 적분기(135)는 단시간동안 계산되는 신호의 비코히어

런트 결합을 제공한다. 비코히어런트 적분은 터미널이 너무 빠르게 이동중인 경우 정확한 크기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비

코히어런트 결합의 부존재시 신호의 에너지를 결합할때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는, 180도 위상 포인트의 크로스-오버를 초

래한다.

하트비트 채널 프로세서(112)로부터의 출력은 하트비트 에너지 레벨이며, 요구 채널 프로세서(114)로부터의 출력은 요구

에너지 레벨이다. 이들 에너지 레벨의 각각은 특정 실시예에서 가설 검출기(140)에 공급되며, 가설 검출기(140)는 하트비

트 신호, 요구신호 또는 다른 신호가 기지국(25)에 의하여 수신된 신호(55)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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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호(들)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설 검출기(140)는 논리기능을 포함한다. 예컨대, 특정 실시예에서, 가

설 검출기(140)는 제 1 에너지 레벨 임계값과 제 1 에너지 레벨(즉, 하트비트 에너지 레벨)을 비교하며, 제 2 에너지 레벨

임계값과 제 2에너지 레벨(즉, 요구 에너지 레벨)을 비교한다.

하트비트 에너지 레벨 및 요구 에너지 레벨과 비교하기 위한 예시적인 에너지 레벨은 각각 9dB 및 11dB이다. 에너지 레벨

임계값은 예컨대 하트비트 채널(55HS)을 통해 필드유닛에 의하여 기지국에 보고될 수 있는 전송 전력레벨에 기초하는 것

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동적으로 선택되거나 미리 결정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다. 에너지 레벨 계산 및 비교의 경우에 제

1 및 제 2 에너지 레벨은 신호(55)에 의하여 사용된 신호채널에서의 시간슬롯의 점유에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레벨 임계값은 '활성화하기 위한 요구'를 지시하거나 또는 유휴모드를 유지하는 요구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1" 비트

의 예측된 또는 특정 수에 기초할 수 있다.

가설 검출기(140)의 출력은 통신시스템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만일 '활성화하기 위한 요구'

(즉, 역방향 링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가 필드유닛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고 가설 검출기(140)가 결정하면, 가설 검출기는

휴대용 컴퓨터(12)에 트래픽 채널(55T)을 제공하는 BTS(25)의 프로세서(도시안됨)에 신호를 출력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BTS(25)는 신호의 검출된 에너지 레벨이 제 2 에너지 레벨 임계값 이상인 것으로 결정되면 트래픽 채널(55T)을 할당한

다. 선택적으로, BTS는 검출된 에너지 레벨이 제 2 에너지 레벨 임계값 이하인 것을 가설 검출기(140)가 결정하면 트래픽

채널(55T)을 할당한다.

도 3C를 참조로 기술된 바와같이, 하트비트 채널 프로세서(112), 요구 채널 프로세서(114) 및 가설 검출기(140)는 통신상

태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시간슬롯의 점유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구성 또는 설계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검출은 도 3B 및 3C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호 배타적인 코드채널의 점유를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피드백 루프(도시안됨)는 하트비트 채널 프로세서(112) 및 요구채널 프로세서(114)가 적응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하트비트 채널(55H)의 수신 에너지 레벨에 기초하여, 적분기(125, 135)의 적분시간은 조절될 수 있으며, 하

트비트의 에너지 레벨 및 요구 신호를 비교하기 위하여 가설 검출기(140)에 의하여 사용된 에너지 레벨 임계값은 피드백

루프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필드유닛에 의하여 전송된 하트비트 또는 하트비트와 요구신호의 전

력레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필드유닛 및 BTS사이에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명령 및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같이, 제 1 통신상태는 대기 통신상태일 수 있으며, 제 2통신상태는 페이로드 통신상태일 수 있다. 다른 시스템

또는 동일한 시스템에서, 통신상태는 기지국을 변경하기 위한 요구, 전력레벨 신호화 등과 같은 다른 통신상태를 언급할

수 있다. 여기에 기술된 신호화시 다른 에너지 레벨의 사용은 무선, 유선 또는 광 통신시스템에 적용가능하다. 어느 한 경

우에, 통신상태는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같이, 제 2 에너지 레벨은 도 4를 참조로하여 논의된 바와같이 목표 검출확률, 거짓 검출,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필드유닛은 도 4를 참조로하여 논의된 바와같이 주어진 목표 검출확률, 거짓 검출 또는 이들

의 결합에 대한 대응하는 신호대 잡음비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전력레벨로 요구신호를 전송하거나 또는 주어진 기간

당 주어진 수의 펄스를 전송할 수 있다.

전송전력 또는 전송된 지시의 수를 세팅하기 위한 분석이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전술한 피드백 메커니즘은 필드유닛이

그것의 동작을 변경하도록 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시의 수신된 에너지 레벨은 미리 결정된

신호대 잡음비를 달성하며 결국 적절한 검출확률 및 거짓 검출 파라미터가 제공된다.

시뮬레이션

하트비트(HB) 및 요구를 갖는 하트비트(HB/RQST) 채널에 대한 검출확률 및 거짓검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트레이드를

논의하는 시뮬레이션이 지금 제시된다. HB 및 HB/RQST 채널에 대한 추천된 SNR 목표가 제공된다. 게다가, 분석계산은

허용가능한 검출확률 및 거짓 검출확률에 대한 추천된 목표 E/Io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계산이 만들어진다.

IS-2000 전력제어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업자는 시뮬레이션이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00Hz 폐루프 전력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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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번째 사용자의 SNR은 "SNR(i)=P(i)-P_간섭 + 처리이득 + Er" -여기서 P_간섭(i)는 i번째 사용자에 대한 전체 수신간섭

- 로서 계산되며 그리고 P_간섭(i)=20*log10(10)^ j≠i(10^P(j)/20)+10^(PTH/20)) -여기서 P(i)는 i번째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전력이며 PTH 는 열잡음 계층이며 120dBm으로 임의로 세팅됨- 으로서 계산된다.

처리이득은 10log64이며;

페이딩 모델은 제이크(jakes)이며;

Er=1시그마를 가진 정규분포 랜덤 변수=BTS에서의 SNR 추정의 0.67dB 에러;및

전력제어비트(PCB) 에러 = 3%;

이러한 특정 시뮬레이션에서, HB 채널에 대한 목표 SNR의 선택이 우선 수행된다. 9dB E/Io - 여기서 E는 하트비트 메시

지의 전체 에너지임 - 에 기초하여, 부가 백색 가우시안 잡음(AWG)에서 0.1% 거짓 검출 레이트를 가진 95%의 검출확률

이 달성된다(Viterbi, A., CDMA: Principles of Spread Spectrum Communication, Addison Wesley, 1995, p113).

검출확률을 99%까지 증가시키면, AWGN에서 1%의 거짓 검출 레이트가 야기된다. 이러한 거짓 검출 레이트는 터미널이

기지국과의 통신링크를 절단할 때 비검출이 매우 긴 기간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낮아야 하므로 중요하다.

전형적으로, 기간은 500ms 내지 2초의 기간 또는 25 내지 100 연속적 비검출을 가진 타이머에 의하여 규정된다. 참고로,

9db E/Io를 가진 단일 경로 페이딩 환경에서, 90% 검출확률 및 1% 거짓 검출 레이트는 이론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경우

에, 페이딩 환경에서 검출확률과 연관된 상세한 설명은 이하에서 고려된다.

50Hz 전력 제어 대 필드유닛 속도를 가진 하트비트 신호의 검출이 지금 고려된다. 시뮬레이션은 전력 제어(PC) 레이트가

50Hz이며 대기 터미널이 시간슬롯화되어 중첩되지 않도록 수정된 전체 레이트 모델에 기초한다.

터미널의 속도가 약 2mph 이상에서 부적절한 반면에, 폐루프 전력제어는 페이딩이 평균 경로손실로 변화하도록 할때 유

용하다. 결과가 약 40%까지 전력제어 비트(PCB) 에러 레이트에 민감하다는 것에 유의하라. 이외에, 폐루프 제어의 임의의

형태가 평균 경로 손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부적절하게 수행된다. 따라서, 폐루프 전

력제어의 임의의 형태는 기지국에서 평균경로손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드유닛에 적절한 평균으로 필드유닛의 송신기

(Tx) 전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전술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은 기지국이 목표 SNR이하의 '활성화를 위한 요구' 지시 2dB를 검출하는 경우 검

출의 평균시간이 약 14ms의 표준편차를 가지고 약 16ms인 것을 기술한다. 이 시뮬레이션으로부터, HB/RQST 검출의 낮

은 대기시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결정되었다.

목표_SNR(RQST)=목표_SNR(HB)+2dB (1)

AWGN에서 요구된 검출/거짓검출 레이트에 기초하여, 하트비트 메시지에 대한 9dB의 목표_SNR 및 하트비트와 요구

(HB/RQST) 메시지에 대한 11dB의 목표_SNR이 선택된다. 이들 파라미터는 낮은 거짓검출 확률과 함께 20mph에서

15ms 평균 대기시간을 유발한다.

거짓 할당확률과 관련하여, 거짓 검출 레이트는 시뮬레이션에서 명백하게 계산되지 않는 반면에, 부적절한 조건 한계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Pfd(RQST)=(1-Pd(HB))*Pfd(HB) = 5%*0.1%=5E-5 (2)

여기서, Pfd는 거짓검출확률이며, Pd는 검출확률이다.

앞의 식 및 결과는 (i) HB가 존재할때 HB의 존재를 검출하지 않고 (ii) HB가 존재하지 않을때 HB를 거짓으로 검출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HB/RQST 대 HB에 대한 전송전력의 추가 2dB이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조건 한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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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Hz의 HB 레이트에서는 평균적으로 400초마다 하나의 대기 사용자에 대하여 거짓 할당이 발생된다. N 하트비트 사용자

에 대하여, 확률은 이벤트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선형적이다. 따라서, 특정 기지국에서 96명의 전체 로딩된 대기 사용자가

있을때, 4초마다 대략적으로 1 사용자에게 평균 거짓 할당 레이트가 예측된다.

거짓 할당의 조건은 거짓 할당이 빠르게 검출될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복원될 수 있다. 거짓할당이 발생할때, 통상적

으로 3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첫째, 할당된 역방향 채널에 트래픽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하트비트와 요구신호가 존재하

지 않는다. 만일 손실된 채널할당이 발생하면, HB/RQST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셋째, 하트비트 메시지는 존재할 수 있다.

한 프레임에서 상기 조건을 검출하지 않을 확률은 Pfd(RQST)=5E-3%이다. 이는 채널이 적당한 사용자에게 재할당될 수

있기 전에 하나 또는 두 개의 프레임내에서 검출되어야 한다. 만일 두 프레임에 대하여 검출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역

방향 용량은 1%이하만큼 감소되며 HB/RQST에 대한 거짓 검출확률이 11 dB E/Io에 목표되기 때문에 낮을 수 있다.

목표_SNR 및 검출 임계값사이에서 오프셋을 가지지 않은 신호에 대하여, 검출에 대한 지연은 1mph 및 20mph로 이동하

는 원격 가입자 유닛을 가진 시뮬레이션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35ms이다. 하트비트와 요구(HB/RQST) 신호에 대하여, 검

출에 대한 평균지연은 20ms이하이며, 2dB의 검출 임계값은 11dB의 목표 SNR 이하이다. 이는 전송(Tx) 전력이 HB 신호

에 비례하여 HB/RQST에 대하여 2dB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뮬레이션은 20ms 전력제어(PC) 기간에서 96 사용자가 제공될때 최소평균이 거의 10ms인 것을 기술한다. 지연은 시간

의 75ms 99%보다 양호한 것으로 예측된다.

시뮬레이션은 HB/RQST 메시지에 대한 추가 전송전력의 2dB의 부가가 검출확률을 증가시키고 평균적으로 검출 대기시

간을 15ms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기술한다. 전체적으로 로딩된 유지채널의 공동-채널 전체 간섭에 대한 추정은 IS-2000

기본채널(9600 bps 역방향 트래픽 채널(R-TCH), 9600 bps 역방향 전용 제어채널(R-DCCH))보다 낮은 6dB사이에 있

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로하여 기술되었을지라도, 다양한 변형이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하여 청구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사용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의 개략도.

도 2는 역방향 링크 신호가 신호의 에너지 레벨을 기초로하여 통신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요구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는지

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 1의 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에 의하여 사용된 서브시스템의 개략도.

도 3A는 "제어홀드"를 지시하는 제 1마커와 "활성화하기 위한 요구"를 지시하는 제 2 마커를 1xEV-DV 신호의 신호도.

도 3B는 필드유닛이 통신상태의 변경을 요구중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할당된 시간슬롯의 마커를 가진 코드채널의 코드분

할 다중접속(CDMA)의 신호도.

도 3C는 지시를 가진 역방향 링크신호의 다른 실시예에 대한 신호도.

도 4는 도 3A-3C의 신호에서 지시의 에너지 레벨을 결정할때 사용될 수 있는 신호대 잡음비 대 검출확률을 나타낸 도면.

도면

등록특허 10-0665077

- 16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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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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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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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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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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