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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씨디엠에이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의 순방향 트래픽 채널 전력제어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핸드오프 기능이 없는 CDMA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의 순방향 트래픽전력제어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지국에서 단말국들이 측정하여 보고한 순방향 트래픽 채널들의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를 수
신하고, 상기 기지국에서 관리하는 단말국들의 순방향채널들에 할당한 전체전력이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
에 따라 달리 설정하되 음성 트래픽을 데이터 트래픽 보다 낮은 소정의 값으로 설정한 소정 전력 임계기 
도달전 상태인 정상모드인가 아니면 소정 전력임계치 도달 후 상태인 임계모드인가를 판단한 후 정상모드
인 경우 상기 제 1 단계의 단말국이 측정하여 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상기 순방향 트래픽채널들
의 전력제어임계치를 비교하여 상기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만
큼 채널송신전력을 증감시키고, 임계모드인 경우 상기 제 1 단계의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
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를 비교하여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채널송신전력을 증감
시킴으로써, 인접셀 트래픽증가로 인한 순방향링크의 간섭신호전력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단말국들에게 
양질의 트래픽(통화) 품질을 제공할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순방향링크의 간접증가로 인한 무선망의 불
안정한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고, 순방향 간섭영향을 보다 빠르게 제어할 수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제어
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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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CDMA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의 순방향 트래픽 채널 전력제어방법을 나타내는 전체 
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 트래픽채널의 전력제어장치 구성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에서 순방향채널에 할당한 전체전력상태도.

제4도는 일반적인 CDMA 방식의 무선가입자망 시스템 개념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최대 송신전력                102 : 최소 송신전력

103 : 소정 전력임계치(330과 같음)  110 : 정상모드

120 : 임계모드                     130 : 전력제어 임계치

210 : 단말국 장치                  211 : 단말국 수신기

212 : 단말국 트래픽채널 복조기

213 : 단말국 순방향 트래픽 채널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 측정부

214 : 단말국 디지털 변조기         215 : 단말국 송신기

220 : 기지국                       221 : 기지국 수신기

222 : 기지국 디지털 복조기         223 : 디코더

224 : 기지국 송신전력 결정 및 송신전력조정부

225 : 기지국 트래픽채널 변조기     226 : 기지국 송신기

310 : 채널 할당 전력               320 : 채널 미할당 전력

330 : 소정 전력임계치(103과 같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 다중접속(이하 CDMA라 칭함) 무선통신 시스템에서의 순방향링크 전력제어에 관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CDMA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링크(기지국에서 단말국으로의 무선링크) 전력제어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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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국으로 통화정보를 전송하는 트래픽 채널별로 수행된다.

도 4는 일반적인 CDMA 방식의 무선가입자망 시스템 개념도를 나타낸다.

셀 A(410)에서 단말국 A(411)는 1개 이상의 단말기(예를들면 음성전화기 및 데이터 서비스용 단말기)로 
구성되며, 이것은 기지국 A(412)와 통신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기지국 A(412)는 단말국 A(411)가 통신하는데 필요한 각종 제어정보 뿐만 아니라 통화 설정후 트래픽 정
보를 수신하며, 여러가지 정보들을 단말국 A(411)에게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셀  B(420)에서의  기지국  B(422)와  단말국  B(421)도  각각  상기  셀  A(410)의  기지국 
A(412)와 단말국 A(411)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기지국(412, 422)는 전파환경과, 단말국과 기지국 사이의 거리에 따른 경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
하여 통화중에 순방향링크(기지국에서 단말국 방향으로의 링크)의 트래픽 체널 전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지국(412, 422)은 자기셀 내에서 통화중인 단말국들의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파환경 및 
경로손실 등을 고려하여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송신 전력을 제어하기 때문에 셀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한 
단말국들(411,421)에게는 보다 많은 신호전력을 송신하게 된다.

그런데 기지국 B(422)가 서비스하는 셀 B(420)에서 트래픽(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기지국 A(412)와 통화
중인 단말국 A(411)는 인접 기지국인 기지국 B(422)로부터 보다 강한 간섭신호를 수신하게 되어 통화품질
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홈셀 기지국(412)과 통화중인 이동국(411)은 인접셀(420)로부터 보다 강한 신호를 수신하게 될 경우 
인접셀(420)로 핸드오프를 함으로써 통화를 계속 유지할수 있게 되어 결국 셀 경계부분에서 인접셀로부터 
오는 간섭신호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핸드오프 기능이 없는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은 종래의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과는 달리 통화중에 
순방향링크로 간섭신호량이 증가할 경우 인접셀로 통화채널을 절체하여 통화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없
다.

이로 인해 인접셀(420)의 트래픽(통화중인 단말국수)이 증가할 경우 소정셀(410)에서 통화 중인 단말국
(411)의 순방향링크로 간섭전력양이 증가하게 되어 인접셀(420)의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한 단말국(411)의 
통화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통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특히 음성트래픽 뿐만 아니라 데이터 트래픽을 동시에 제공하는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에서는 단일 트래픽 
환경(음성 또는 데이터만 제공하는 무선망)에 비해 간섭신호의 변화량이 더욱 심하게 되기 때문에 상기한 
문제점이 더 드러난다.

순방향 트래픽 채널에 대한 전력제어의 종래방법은 인접셀에 미치는 간섭량의 관점에서 송신전력을 제어
한 것이 아니라 홈셀에서 통화중인 이동국의 트래픽품질에만 관점을 두고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송신전력
을 제어하였다.

왜냐하면 적절한 통화품질만 보장되면 트래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간섭 영향은 핸드오프 기능으로 보
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홈셀의 가장자리에서 통화중인 이동국의 통화품질을 위하여 기지국은 순
방향 트래픽 채널로 보다 많은 전력을 송신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이동국은 적절한 트래픽 품질을 유
지하게 되며 동시에 인접셀의 순방향링크로 보다 강한 간섭신호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국은 인접한 셀 중에서 트래픽양이 적은 셀이 있을 경우 인접셀로의 채널환경이 홈셀의 채널
환경보다 좋기 때문에 핸드오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래의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셀에서 트래픽 증가로 인하여 간섭신호레벨이 증가할 경우 전
력제어 임계치를 낮추거나 또는 현재 홈셀에서 통화중인 모든 이동국들의 트래픽 채널 송신전력을 일률적
으로 일정값 만큼 감소킴으로써 호단절율 등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통화중인 이동국들의 
통화품질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DMA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에서 트래픽 증가로 인한 순
방향링크의 간섭신호전력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단말국들에게 적절한 트래픽(통화) 품질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송신전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CDMA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에서 순방향 
트래픽 채널 전력제어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기지국에서 단말국들이 측정하여 보고한 순방향 트래픽채널들의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를 수신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로부터 기지국에서 관리하는 순방향채
널들에 할당한 전체전력이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 달리 설정하되 음성 트래픽을 데이터 트래픽 보
다 낮은 소정의 값으로 설정한 소정 임계치 도달전 상태인 정상모드인가 아니면 소정 전력임계치 도달 후 
상태인 임계모드인가를 판단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판단후 정상모드인 경우 상기 제 1 단계의 단말국이 
측정하여 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상기 순방향 트래픽채널들의 전력제어임계치(목표비트에너지/
잡음비)를 비교하여 상기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순방향 
트래픽채널의 송신전력을 증감시키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 2 단계에서 임계모드인 경우 상기 제 1 단계
의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를 비교하여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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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순방향 트랙픽채널의 송신전력을 증감
시키는 제 4 단계를 수행하여 인접셀에 의한 순방향링크 간섭신호를 감소시켜 양질의 통화품질을 제공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을 달성하기 위한 CDMA 무선 가입자망 시스템의 순방향트래픽채널 전력제어장치는,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트래픽 정보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국수신부와, 수신된 신호
로부터 트래픽채널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역확산과정을 수행하여 수신 데이터를 복조하는 단
말국 트래픽채널 복조부와, 상기 복조된 수신 데이터로부터 트래픽 채널의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를 측정
하는 단말국 순방향 트래픽 채널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 측정부와, 상기 트래픽채널의 수신비트에너지/
잡음비를 디지털 변조하는 단말국 변조부와, 상기 변조된 신호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말국 송신부와, 
상기 단말국의 송신데이터를 수신하는 기지국 수신부와, 상기 수신 데이터를 기저대역 디지털 복조를 하
는 디지털 기지국 복조부와, 상기 복조된 단말국 측정 비트에너지/잡음비 정보의 에러 유무를 판정하는 
기지국 디코더와, 에러검사가 끝난 정보를 받아 상기 단말국 측정 비트에너지/잡음비와 순방향 트래픽채
널 전력제어의 임계값 전력제어 임계치를 비교하여 순방향 트래픽채널에 대한 전력증가 또는 감소를 결정
하여 트래픽채널의 송신전력을 조정하는 기지국 송신전력결정 및 송신전력 조정부와, 상기 기지국 송신전
력결정 및 송신전력 조정부에서 결정된 전력에 상응하는 트래픽 패널 변조 이득으로 트래픽 정보를 변조
하는 기지국 트래픽채널 변조부와, 상기 변조된 트래픽정보를 트래픽채널을 통하여 단말국으로 전송하는 
기지국 송신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CDMA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순방향트래픽채널에 대한 전력제어방법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의한 순방향트래픽채널에 대한 전력제어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지국에서 단말국들이 측정하여 보고한 순방향 트래픽채널들의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를 수신하는 
제 1 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제 1 단계로 부터 기지국에서 관리하는 단말국들의 순방향채널들에 할당한 전체전력이 소정 전력임
계치에 도달전 상태인 정상모드인가 소정 전력임계치에 이른 상태인 임계모드인가를 판단하는 제 2 단계
를 수행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대송신전력(Max)(101)은 하나의 순방향 트래픽채널에 최대로 할당할 수 있는 
송신전력(또는 채널이득)을 나타낸다.

최소송신전력(Min)(102)은 하나의 순방향 트래픽채널에 최소로 할당할 수 있는 송신전력(또는 채널이득)
을 나타낸다.

정상모드(110)는 기지국에서 순방향채널들에게 이미 할당한 전체전력이 아직소정 전력임계치(103)에 도달
하지 않았을 경우를 나타낸다.

임계모드(120)는 기지국에서 순방향채널들에게 이미 할당한 전체전력이 소정전력임계치(103)에 도달했을 
경우를 나타낸다.

만약 상기 제 2 단계에서 정상모드인 경우 상기 제 1 단계의 단말국이 측정하여 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
잡음비와 상기 순방향 트래픽채널임계치(103)를 비교하여 상기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
(130)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채널송신전력의 증감을 조절하는 제 3 단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즉, 단말국이 측정하여 보고한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비트에너지/잡음비가 상기 전력제어임계치(130)보다 
작으면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130)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순방
향 트래픽채널의 송신 전력을 증가시키고,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순방향 트래픽채널의 비트에너지/잡음비
가 상기 전력제어임계치(130)보다 크면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130)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순방향 트래픽채널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만일 전력을 감소시킬 때는 X1(111)만큼, 전력을 증가시킬 때는 Y1(112) 또는 Y2(113)로 증가시키게 되는
데, 증가 및 감소는 전력제어임계치(130)와 단말국이 측정하여 보고한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수신 비트에
너지/잡음비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증감시키게 된다.

상기 제 2 단계에서 임계모드인 경우 상기 제 1 단계의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
력제어임계치(130)를 비교하여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130)의 차
이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채널송신전력의 증감을 조절하는 제 4 단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즉,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비트에너지/잡음비가 상기  전력제어 임계치(130)보다 크면 단말국이 측정보고
한 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130)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송신전
력을 감소시키고,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비트에너지/잡음비가 전력제어 임계치(130)보다 작을 경우는 미리 
정해진 최소 송신전력만큼 증가시켜 순방향 트래픽 채널을 전송하도록 한다.

임계모드(120)에서는 상기의 정상모드(110)와 그 과정이 약간 다르다.

즉, 감소시킬 경우에 전력제어 임계치(130)와 순방향 수신 비트 에너지/잡음비의 차이만큼 감소시키는 것
은 임계모드(120)에서나 정상모드(110)에서나 같다.

그렇지만 도 1에서의 X2(123)만큼 증가시킬 경우 즉, 단말국이 수신한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수신비트에
너지/잡음비가 전력제어임계치(130)보다 작을 경우 정상모드(110)에서는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가 전력제
어임계치(130)  차이만큼  증가시키지만,  임계모드(120)에서는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가 전력제어임계치
(130) 차이만큼이 아닌 미리정해진 최소값 Y3(121) 또는 Y4(122) 만큼만 증가 시킨다(Y3=Y4).

한편 전력 제어 임계치(130)은 음성, 데이타 혼용시스템환경에 적용할 경우 음성트래픽과 데이터 트래픽
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설정하여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전력을 제어할 수도 있다. 즉 상기 단말국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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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지국에 보고한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 임계치를 비교할때, 음성트래픽에 대한 전력제
어 임계치를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전력제어 임계치보다 낮게 설정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성 트래픽채널에 대한 전력제어의 경우에는 비교할 때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를 음성 전력제어 
임계치와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송신전력을 증감하게 되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전력제어 경우에는 데
이터 트래픽의 전력제어 임계치와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데이터 트래픽 채널의 송신 전력을 증감시킬 수
도 있다.

상기와 같이 정상모드와 임계모드에서 하나의 순방향 트래픽채널에 할당할 수 있는 전력을 최대송신전력
(101)과 최소송신전력(채널이득)(102)사이에서 증감을 조절함으로써, 인접셀에 의한 순방향링크 간섭신호
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고 이로인해 양질의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이 전력제어 모드를 정상모드와 임계모드로 나누어 제어함으로써, 갑자기 인접셀에 트래픽이 증
가할 경우 발생하는 순방향링크의 간섭증가로 인한 무선망의 불안정한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효과는 종래의 방식으로는 가줄 수가 없다.

또한 정상모드로 나누어 제어하는 효과는 기존의 방법과 유사하나 본 발명에서는 상기 두 모드의 조합을 
통해 제어를 하게 된다.

도 3은 기지국에서 관리하는 모든 순방향채널에 할당한 전체전력 상태도를 나타낸다.

채널할당 전력(310)은 기지국에서 순방향채널들(파일럿채널, 동기채널, 페이징 채널, 신호채널, 트래픽채
널 등)에 할당한 전력양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력제어방식이 정상모드(110)로 동작하게 된다.

채널 미할당전력(320)은 기지국에서 관리하는 전체전력 중에서 아직 할당되지 않은 전력양을 나타낸다.

임계치전력(330)은 기지국에서 순방향채널들에게 할당한 전력양으로서 이 소정 전력임계치에 이르게 되면 
홈셀 또는 인접셀에서의 트래픽 양이 증가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지국은 임계모드(120)에서의 전력제
어방식을 사용하여 순방향 트래픽채널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게 된다.

도 2는 상기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순방향 트래픽 송신전력 제어방법을 달성하기 위한 제어장치를 나
타낸다.

단말국장치(210)는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기능  등이  있으며  기지국  장치(220)은 단말국장치
(210)으로 부터 음성트래픽 및 데이터 트래픽 정보에 대하여 CDMA 신호처리 절차 등을 수행한 뒤 송수신
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기의 단말국장치(210)는 집단 단말기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순방향 트래픽 송신전력 제어장치에서 우선 단말국장치(210)은 단말국 안테나, 고주파 및 중간
주파 수신기(211)를 통하여 모기지국(home base station)(220)으로부터 신호정보를 수신하여 단말국 트래
픽채널 복조기(212)로 전송한다.

단말국 트래픽채널 복조기(212)는 트래픽채널을 통하여 전송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역확산 과정 등을 수
행하여 수신데이터를 복조한다.

단말국 순방향 트래픽 채널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 측정부(213)는 복조된 수신데이터로 부터 트래픽채널
의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를 측정한다.

상기 측정된 트래픽채널의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는 디지털 변조기(213)에서 디지털 변조되고 단말국 송
신기에서 중간주파 및 고주파로 변조되어 기지국(220)으로 전송된다.

이때 단말국은 별도의 채널을 통하여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를 기지국(220)으로 전송할 수 있다.

기지국(220)은 기지국수신기(221)로 단말국이 송신한 데이터를 수신한다.

수신한 단말국의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의 데이터를 기지국 디지털 복조기(222)에서 기저대역 복조한다.

복조된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의 데이터를 기지국 디코더(223)에서 에러유무를 판정한다.

에러유무를 검사한 후 기지국 송신 전력결정 및 송신전력 조정부(224)에서는 기지국 디코더(223)의 출력
으로부터 단말국(210)이 전송한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의 데이터를 획득한 뒤 순방향 트래픽채널 전력제
어의 임계치와 비교하여 순방향 트래픽채널에 대한 전력증가 또는 감소를 결정하고, 트래픽 채널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게 되며, 트래픽채널 변조기(225)는 상기 기지국 송신전력결정부에서 결정된 전력에 상응하
는 트래픽채널 변조이득으로 트래픽정보를 변조하고, 기지국 송신기(226)는 결정된 송신전력으로 트래픽 
채널을 통하여 단말국(210)에게 트래픽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송신전력제어 방법과 장치에 의하면 인접셀 트래픽증가로 인한 순방향링
크의 간섭신호전력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단말국들에게 양질의 트래픽(통화)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상기에 따라 순방향링크와 간접증가로 인한 무선망의 불안정한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고, 순방향 간섭영
향을 보다 빠르게 제어할 수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제어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접셀에 의한 순방향링크 간섭신호를 감소시켜 양질의 통화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CDMA 방식의 무선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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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 시스템의 순방향 전력제어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에서 단말국들이 측정하여 보고한 순방향 트래픽 
채널들의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를 수신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로부터 기지국에서 관리하는 
단말국들의 순방향채널들에 할당한 전체전력이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 달리 설정하되 음성 트래픽
을 데이터 트래픽 보다 낮은 소정의 값으로 설정한 소정 전력 임계치 도달전 상태인 정상모드인가 아니면 
소정 전력임계치 도달 후 상태인 임계모드인가를 판단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판단후 정상모드인 경우 상
기 제 1 단계의 단말국이 측정하여 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상기 순방향 트래픽채널들의 전력제
어임계치를 비교하여 상기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채널송
신전력을 증감시키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 2 단계에서 임계모드인 경우 상기 제 1 단계의 단말국이 측정
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를 비교하여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
와 채널송신전력을 증감시키는 제 4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의 순
방향 트래픽 채널 전력제어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가 상기 순방향 트래픽채널들의 전력제어임계치
보다 작으면 상기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순방향 트래픽채
널의 송신 전력을 증가시키고, 크면 상기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
력만큼 순방향 트래픽채널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의 순
방향 트래픽 채널 전력제어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순방향 트래픽채널의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가 
상기 전력제어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임계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순방향 
트래픽채널의 송신전력을 감소시키고, 단말국이 측정하여 보고한 상기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수신비트에
너지/잡음비가 상기 전력제어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단말국이 측정보고한 비트에너지/잡음비와 전력제어
임계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순방향 트래픽채널의 송신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무선가
입자망 시스템의 순방향 트래픽 채널 전력제어 방법.

청구항 4 

CDMA 방식의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의 기지국과 단말국간의 순방향 트래픽채널 전력제어장치에 있어서, 기
지국으로부터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트래픽정보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국수신부와; 수신된 신호로부
터 트래픽채널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역확산과정을 수행하여 수신 데이터를 복조하는 단말국 
트래픽채널 복조부와; 상기 복조된 수신 데이터로부터 트래픽 채널의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를 측정하는 
단말국 순방향 트래픽 채널 수신 비트에너지/잡음비 측정부와; 상기 트래픽채널의 수신비트에너지/잡음비
를 디지털 변조하는 단말국 변조부와; 상기 변조된 신호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말국 송신부와; 상기 
단말국의 송신데이터를 수신하는 기지국 수신부와; 상기 수신 데이터를 기저대역 디지털 복조를 하는 디
지털 기지국 복조부와; 상기 복조된 단말국 측정 비트에너지/잡음비 정보의 에러 유무를 판정하는 기지국 
디코더와; 에러검사가 끝난 정보를 받아 상기 단말국 측정 비트에너지/잡음비와 순방향 트래픽채널 전력
제어의 임계값 전력제어 임계치를 비교하여 순방향 트래픽채널에 대한 전력증가 또는 감소를 결정하여 트
래픽채널의 송신전력을 조정하는 기지국 송신전력결정 및 송신전력 조정부와; 상기 기지국 송신전력결정 
및 송신전력 조정부에서 결정된 전력에 상응하는 트래픽 패널 변조 이득으로 트래픽 정보를 변조하는 기
지국 트래픽채널 변조부와; 상기 변조된 트래픽정보를 트래픽채널을 통하여 단말국으로 전송하는 기지국 
송신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의 순방향 트래픽 채널 전력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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