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17/02 (2006.01)

     H04B 7/2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7월09일

10-0736760

2007년07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6-0028412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6년03월29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2006년03월29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알에프윈도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2차 610호

(72) 발명자 이성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5-27

문두영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 APT 5-307

이미자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70-2

구재웅

서울 노원구 하계1동 현대2차아파트 211-1004

(74) 대리인 정연용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160568 B1

KR1020050016889 A

KR1020040049990 A

KR1020050119228 A

심사관 : 김종기

전체 청구항 수 : 총 10 항

(54)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 및그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을 측정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중계기의 동작을 제어하며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처리하는 중계기 제어부

와 상기 중계기 제어부의 무선연결통로를 제공하여 주고 기지국 신호정보, 기지국 송신출력을 상기 중계기 제어부에 전달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모뎀과 상기 모뎀을 통하여 중계기를 제어하는 상기 중계기 제어부와 정보 교환을 수행하며 기지국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중계기 제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 관리시스템과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과 연결되어

기지국 파라미터 및 형상정보, 상태정보, 기지국 송신출력 등을 관리하며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상기 요청받은 정보를 중계기 관리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기지국 관리시스템과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과 연결

되어 기지국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관리하며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상기 요청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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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보를 중계기 관리시스템으로 전달하는 RF 감시장치 서버와 상기 RF 감시장치 서버와 연동하여 동작하며 기지국에

설치되어 RF파형 및 출력값 등을 감시하는 RF 감시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 분석 시스템이

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을 측정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의 동작을 제어하며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처리하는 중계기 제어부;

상기 중계기 제어부의 무선연결통로를 제공하여 주고 기지국 신호정보, 기지국 송신출력을 상기 중계기 제어부에 전달하

는 이동통신 단말기 모뎀(MODEM);

상기 모뎀(MODEM)을 통하여 중계기를 제어하는 상기 중계기 제어부와 정보 교환을 수행하며 기지국 정보를 추출하여 상

기 중계기 제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 관리시스템(EMS);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과 연결되어 기지국 파라미터 및 형상정보, 상태정보, 기지국 송신출력 등을 관리하며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상기 요청받은 정보를 중계기 관리시스템(EMS)으로 전달

하는 기지국 관리시스템;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과 연결되어 기지국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관리하며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으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상기 요청받은 정보를 중계기 관리시스템(EMS)으로 전달하는 RF 감시장치 서버;

상기 RF 감시장치 서버와 연동하여 동작하며 기지국에 설치되어 RF파형 및 출력값 등을 감시하는 RF 감시장치;

로 구성되어 있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제어부는 경로 손실을 측정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신호에 대한 이득을 조정하여 기지국 시스템의 용

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은 상기 중계기 관리 시스템과 상기 중계기 제어부 사이를 이어주는 무선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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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은 파일롯 신호 정보 및 세기, 송신전력 및 수신전력 등의 무선환경인자를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은 기지국 관리시스템과 RF 감시장치 서버에서 전송하는 기지국 송신출력을 상기 모뎀으로 송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은 등록된 중계기를 종류별로 상태를 감시하고, 전체, 지역을 세분화한 포스트(POST), 업체, 정비

별 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중계기 버전, 모뎀(MODEM) 모델명 및 버전, 제조사 및 용량 등의 중계기 상태 상세 보기 기능

을 제공하고, 기지국 내 중계기 상태를 확인하여 중계기를 감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은 중계기 상태에 따라 운용자가 원격에서 중계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선택된 중계기의 해당 값들

을 변경 후 중계기로 전송하고 상기 중계기의 제어 이력을 데이타베이스(Database)에 저장하는 중계기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

청구항 8.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을 측정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 관리시스템에서 기지국 파라미터 및 형상정보, 상태정보 등의 기지국 정보를 전송하는 제 1단계;

RF 감시장치 서버로부터 RF 파형 및 출력값 등의 기지국 정보를 RF 감시장치 서버를 통해서 전송하는 제 2단계;

상기 제 1단계 또는 제 2단계에서 전송받은 상기 기지국의 송신출력 정보를 중계기 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는 제 3단계;

상기 제 3단계에서 추출한 상기 기지국의 송신출력 정보를 모뎀으로 전송하는 제 4단계;

상기 제 4단계에서의 기지국 송신출력 정보를 모뎀에서 수신하여 중계기 제어부로 전송하는 제 5단계;

상기 제 4단계에서의 기지국 송신출력에 대한 수신전력을 중계기 제어부에서 측정하여 분석하는 제 6단계;

상기 제 5단계와 6단계에서의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계기 제어부에서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을 산출하는 제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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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7단계에서 산출한 경로 손실을 분석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설정하는 제 8단계;

로 구성되어 있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7단계에서의 경로 손실(PATH LOSS) 산출 방법을 이용하여 WCDMA망에서 모뎀(MODEM)만을 이용한 기지국

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은 기지국 제어채널 송신출력(CPICH DL TX power)에서 제어채널 수신전력

(CPICH_RSCP)을 뺀 값으로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은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기지국 제어채널 송신출력(CPICH DL TX power)과 제어채널 수신전력(CPICH_

RSCP)을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망에서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실제 경로 손실(PATH LOSS)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역할을 하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의 서비스

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단말국이 존재하며, 상기 기지국과 단말국 또는 이동국 사이에는 신호 전송의 효율화, 설비 설치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신호의 증폭 기능을 가지는 중계기가 설치된다.

한편,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통신 품질은 이동국이 수신하는 전파 품질에 따라 좌우되는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시간분

할 다원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통신 품질은 이동국이 수신하는 신호의 수신 세기의 의해 결정되며, 특

히 디지털 코드분할 다원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품질은 이동국이 수신하는 파일럿 신호 대 간섭 신호의 비에 의

해 주로 결정된다.

상기와 같이 무선 통신망의 통화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종래의 방법은 운영자가 기지국의 출력 확인 및 중계기에서 수

신신호 전력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로 손실(PATH LOSS)을 분석하여 중계기 이득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기 방법의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은 트래픽에 의한 기지국 출력값 변화나 기지국 환경

변화 등에 의해 변화되고 있어 경로 손실(PATH LOSS)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을 정확히

측정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기지국의 용량 향상 및 안정적인 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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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을 측정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의 동작을 제어하며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처리하는 중계기 제어부;와

상기 중계기 제어부의 무선연결통로를 제공하여 주고 기지국 신호정보, 기지국 송신출력을 상기 중계기 제어부에 전달하

는 이동통신 단말기 모뎀(MODEM);과

상기 모뎀(MODEM)을 통하여 중계기를 제어하는 상기 중계기 제어부와 정보 교환을 수행하며 기지국 정보를 추출하여 상

기 중계기 제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 관리시스템(EMS);과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과 연결되어 기지국 파라미터 및 형상정보, 상태정보, 기지국 송신출력 등을 관리하며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상기 요청받은 정보를 중계기 관리시스템(EMS)으로 전달

하는 기지국 관리시스템;과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과 연결되어 기지국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관리하며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으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상기 요청받은 정보를 중계기 관리시스템(EMS)으로 전달하는 RF 감시장치 서버;와

상기 RF 감시장치 서버와 연동하여 동작하며 기지국에 설치되어 RF파형 및 출력값 등을 감시하는 RF 감시장치;로 구성되

어 있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이다.

또한,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을 측정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 관리시스템에서 기지국 파라미터 및 형상정보, 상태정보, 기지국 송신출력 등의 기지국 정보를 전송하는 제 1단계;

와

RF 감시장치 서버로부터 RF 파형 및 출력값, 기지국 송신출력 등의 기지국 정보를 전송하는 제 2단계;와

상기 제 1단계 또는 제 2단계에서 전송받은 상기 기지국의 송신출력 정보를 중계기 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는 제 3단계;와

상기 제 3단계에서 추출한 상기 기지국의 송신출력 정보를 모뎀으로 전송하는 제 4단계;와

상기 제 4단계에서의 기지국 송신출력 정보를 모뎀에서 수신하여 중계기 제어부로 전송하는 제 5단계;와

상기 제 4단계에서의 기지국 송신출력에 대한 수신전력을 중계기 제어부에서 측정하여 분석하는 제 6단계;와

상기 제 5단계와 제 6단계에서의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계기 제어부에서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을 산출하는

제 7단계;와

상기 제 7단계에서 산출한 경로 손실을 분석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설정하는 제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방법이다.

이하,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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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을 분석하여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자동

으로 설정하는 시스템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지국(10)의 시스템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계기(20)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처리하는

중계기 제어부(100), 상기 중계기(20)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시스템(EMS, Element Management System)(120), 상기

기지국(10) RF 파형 및 출력값, 기지국 송신출력을 측정하는 RF 감시장치 서버(140), 상기 RF 감시장치 서버(140)와 연

동하여 동작하는 RF 감시장치(150), 상기 기지국(10)의 파라미터 및 형상정보, 상태정보, 기지국 송신출력 등을 측정하여

관리하는 기지국 관리시스템(130)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CDMA, WCDMA, GSM, TSCDMA 등의 모든 통신 방식을 포함하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중계기 관리시스템(EMS)

(120)과, 상기에서 언급한 모든 통신방식의 무선신호 수신전력과 기지국 송신출력을 상기 중계기 제어부(100)로 전달하는

모뎀(MODEM)(110)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중계기(20)를 제어하는 중계기

제어부(100)와 상기 중계기(20)에 설치된 모뎀(MODEM)(110), 그리고 중계기 관리시스템(EMS)(120), 기지국 RF 상태

를 감시하는 RF 감시장치(150) 및 RF 감시장치 서버(140)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기 중계기(20)의 동작을 제어하며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지국(10)의 시스템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계기(20)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처리하는 중계기 제어부(100)는 중계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상기 중계기(20) 내부에

있는 모뎀(MODEM)(110)을 통하여 중계기 관리시스템(EMS)(120)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상기 모뎀

(MODEM)(110)으로부터 주기적 또는 요구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기지국으로부터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중계기(20)에 설치되어 상기 중계기 제어부(100)와 연결되어 있는 상기 모뎀(MODEM)(110)은 이동통신 단말기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파일롯 신호 정보 및 세기, 기지국 신호정보, 기지국 송신출력 및 수신전력 정보를 상기 중계기 제어

부(100)에 전달한다. 또한, 중계기 관리시스템(EMS)과 중계기 제어부(100)의 무선연결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120)은 RF 감시장치 서버(140)나 기지국 관리시스템(130)으로부터 기지국 송신출력 정보

를 추출하여 상기 중계기 제어부(100)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120)은 등록된 중계기를 종류별로 상태를 감시하고, 전체, 지역을 세분화한 포스트

(POST), 업체, 정비별 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중계기 버전, 모뎀(MODEM) 모델명 및 버전, 제조사 및 용량 등의 중계기 상

태 상세 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기지국 내 중계기 상태를 확인하여 중계기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120)은 중계기 상태에 따라 운용자가 원격에서 중계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선택된 중

계기의 해당 값들을 변경 후 상기 선택된 중계기로 전송하고 상기 중계기의 제어 이력을 데이타베이스(Database)에 저장

하는 중계기 제어를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지국 관리시스템(130)은 각각의 기지국(10)과 연결되어 기지국 파라미터 및 형상정보, 상태정보, 기지국 송신출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120)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다시 요청받은 정보

를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120)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RF 감시장치 서버(140)는 각각의 기지국(10)에 설치되어 있는 RF 감시장치(150)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상기 중계

기 관리시스템(EMS)(120)으로부터 RF 파형 및 출력값, 기지국 송신출력 등의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다시 요청받은

정보를 상기 중계기 관리시스템(EMS)(120)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RF 감시장치(150)는 기지국(10)에 설치되어 있으며, RF 파형 및 출력값 등을 감시하는 장비로서 RF 감시장치 서버

(140)와 연동하여 동작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로 손실(PATH LOSS)이라 하면, 무선 구간에서 두 지점간(Lp) 경로 손실

(PATH LOSS)을 정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로 손실(PATH LOSS)은 기지국 송신출력(Sa)(200)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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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 이득, 급전선 손실을 포함한 중계기 수신전력(Sd)(210)과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 상기 중계기의 수신신호

(Sd)(210)는 기지국 송신출력(Sa)(200), 기지국 안테나의 이득(Ga)(220), 무선 구간에서 두 지점간의 손실(Lp)(230) 및 중

계기 안테나의 이득(Gd)(240)을 모두 더한 값으로 나타내어 지는데, 그 예로 기지국 송신출력(Sa)을 40dB, 기지국 안테나

의 이득(Ga)을 18dB, 무선 구간에서 두 지점간의 손실(Lp)을 -100db, 마지막으로 중계기 안테나의 이득(Gd)을 18dB라고

하였을 때 상기 중계기 수신전력(Sd)은

로 나타내어진다. 즉, 본 발명에서 정의된 식으로 경로 손실(PATH LOSS)을 계산하면 68dB(기지국 송신출력(Sa)-중계기

수신전력(Sd))이다.

따라서 상기 중계기 시스템을 응용하기 위한 경로 손실(PATH LOSS)은 위에서 설명한 상기 기지국 송신출력(Sa)(200)과

중계기 수신신호(Sd)(210)의 두 지점간의 경로 손실(PATH LOSS)만 분석하면 되며, 별도로 무선구간 내에서의 경로 손실

(PATH LOSS) 분석은 필요치 않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경로 손실(PATH LOSS)을 이용하여 중계기 내부에서 이용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상기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계기 관리시스템에서 전송받은 기지국의 송신출력을 모뎀(MODEM)(310)에서 중계기 제

어부(300)로 전송하면 상기 중계기 제어부(300)는 전송받은 송신출력과 상기 중계기 제어부(300)에서 측정한 수신전력을

바탕으로 경로 손실(PATH LOSS)을 분석하여 기지국으로 통하는 역방향 신호는 ATT(Attenuator)1(320)을 통해서 기지

국 수신잡음이 상승되지 않도록 이득을 조정하며, 또한 단말국으로 통하는 순방향 신호는 ATT(Attenuator)2(330)를 통

해서 중계기의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이득을 조정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경로 손실(PATH LOSS)을 분석하여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

도이다.

상기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지국 관리시스템에서 기지국 파라미터 및 형상정보, 상태정보 등의 기지국 정보를 전송

(S401)하며 RF 감시장치로부터 RF 파형 및 출력값 등의 기지국 정보를 RF 감시장치 서버를 통해서 전송(S402)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 관리시스템이나 RF 감시장치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상기 기지국의 송신출력 정보를 중계기 관리시스

템에서 추출(S403)하여 상기 추출한 기지국의 송신출력 정보를 모뎀으로 전송(S404)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 송신출력

은 각 기지국의 제어 채널 및 트래픽 채널을 포함한 전체 출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상기 기지국 송신출력에 대하여 모뎀에서 수신하여 중계기 제어부로 전송(S405)하며, 상기 전송받은 기지국의 송신

출력에 대한 수신전력을 측정하여 분석(S406)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계기 제어부에서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을 기지국 송신출력에서 수

신전력을 뺀 값으로 산출(S407)하여 상기 산출한 경로 손실을 분석하여 중계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이득을 설정(S408)한

다.

상기와 같은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WCDMA망에서의 경로 손실(PATH

LOSS)을 측정하는 실시 예를 설명한다.

도 5는 WCDMA망에서 중계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뎀(MODEM)만을 이용하여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 측정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등록특허 10-0736760

- 7 -



상기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뎀(MODEM)에게 Node-B에서의 주파수 도달 범위로 가입자 단말기와의 신호를 송수신

하는 커버리지 안테나에서 송출되는 기지국 제어채널 송신출력(CPICH DL TX power)과 기지국과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

는 도너 안테나로 전송된 제어채널 수신전력(CPICH_RSCP)을 요구하고, 상기 모뎀(MODEM)은 상기 Node-B에서 전송

하는 송신출력(CPICH DL TX power)과 수신하는 수신전력(CPICH_RSCP)를 분석한다.

이에 상기 모뎀(MODEM)은 요청받은 정보를 추출하여 중계기 제어부로 전달하며 상기 WCDMA 시스템의 무선구간에서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은 3GPP TS25.331 SPECIFICATION에서 정의된 식을 이용하여,

경로 손실(PATH LOSS) = 기지국 제어채널 송신출력(CPICH DL TX power) - 제어채널 수신전력(CPICH_RSCP)

으로 나타내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

구든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은 기지국 트래픽이나 환

경 변화 등에 따른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중계기의 이득을 실시간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기지국 용량향상 및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송신출력을 전송받는 중계기 관

리시스템은 중계기의 감시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중계기의 원격 감시, 중계기 장애 사전 인지, 신속한 장애 처리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의 향상 및 고객 불만 해소의 효과가 있다.

또한 실제값에 가장 근접하게 실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진 최종 경로 손실 측정값이므로 실제 경로 손실의 변화량을 실시간

으로 알 수 있으며 경로 손실 측정에 대한 측정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상기 경로 손실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이 우

수해지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중계기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경로 손실(PATH LOSS)을 이용하여 중계기 내부에서 이용하기 위한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경로 손실(PATH LOSS)을 분석하여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자동 전력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

도.

도 5는 WCDMA망에서 중계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뎀(MODEM)을 이용하여 기지국과 중계기 간의 경로 손실(PATH

LOSS) 측정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기지국 20 : 중계기

100, 300 : 중계기 제어부 110, 310 : 모뎀

120 : 중계기 관리시스템 130 : 기지국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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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RF 감시장치 서버 150 : RF 감시장치

200 : 기지국 송신출력 210 : 중계기 수신전력

220 : 기지국 안테나의 이득 230 : 두 지점간의 손실

240 : 중계기 안테나의 이득 320 : ATT1

330 : ATT2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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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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