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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54)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탐색 익스커전을 수행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이동국 (102) 은 파일롯 채널과 하나 이상의 정보 채널을 포함하는 복수의 채널을 송신한다.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 기지국 (106) 은 역방향 링크 파일롯 신호의 수신 에너지에 따라서 역방향 링크 신호의 송신 에너지의
정확성을 판정한다.
본 발명에서, 파일롯 채널 송신 전력이 주파수 탐색 익스커전 전의 레벨로 유지되면서,
이동국에 의해 송신되는 하나 이상의 다른 채널의 송신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또한, 이동국 (102) 이 모든
정보 채널의 송신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 이동국 (102) 은 서로 다른 정보 채널의 중요도 순위를 생성
하고, 선택적으로 그 채널의 송신 전력을 증가시킨다.

대 표 도 - 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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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탐색 익스커전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제 1 주파수 상에서 송신 시간 간격 (TTI) 으로 복수의 라디오 프레임을 디코딩 및 제 2 주파 상에서 송신 시간
간격으로 복수의 라디오 프레임을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 및
상기 복수의 라디오 프레임의 제 1 라디오 프레임으로부터 인덱스를 추출하도록 설정되는 프로세서를 구비하고,
상기 인덱스는, 상기 인덱스를 메모리 엘리먼트에 저장하고, 상기 제 2 주파수 상에 상기 탐색 익스커전을 제어
하고, 또한 상기 제 1 주파수로의 회귀를 제어하는 일련의 송신 특성과 관련되고,
상기 디코더는, 상기 제 1 주파수 상에서 상기 송신 시간 간격으로 복수의 라디오 프레임의 연속적으로 수신된
부분을 디코딩하는데 상기 인덱스를 사용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탐색 익스커전을 수행하는 이전 및 이후 중 하나 이상에서 다운링크 송신 전력 레벨의
상승을 구현하기 위해, 기지국으로부터의 전력 제어 명령을 무시하도록 더 설정되는, 탐색 익스커전 수행 장치.
청구항 2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탐색 익스커전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제 1 주파수 상에서 송신 시간 간격 (TTI) 으로 복수의 라디오 프레임을 디코딩 및 제 2 주파수 상에서 송신 시
간 간격으로 복수의 라디오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라디오 프레임의 제 1 라디오 프레임으로부터 인덱스를 추출하고, 상기 탐색 익스커전을 수행하는
이전 및 이후 중 하나 이상에서 다운링크 송신 전력 레벨의 상승을 구현하기 위해 기지국으로부터의 전력 제어
명령을 무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스는, 상기 인덱스를 메모리 엘리먼트에 저장하고, 상기 제 2 주파수 상에 상기 탐색 익스커전을 제어
하고, 또한 상기 제 1 주파수로의 회귀를 제어하는 일련의 송신 특성과 관련되고,
상기 디코딩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주파수 상에서 상기 송신 시간 간격으로 복수의 라디오 프레임의 연속적으
로 수신된 부분을 디코딩하는데 상기 인덱스를 사용하는, 탐색 익스커전 수행 방법.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무선 통신시스템, 특히 그러한 시스템의 셀들 사이에 하드 핸드오프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시스템에서, 대다수의 핸드오프는 동일한 CDMA 채널의 셀들 사이에 발생하고, 소프
트 핸드오프 절차를 이용한다.

일부 경우에는, 이동국은 종종 주파수간 하드 핸드오프라 표시되는, 서로 다

른 무선 주파수 (FR) 에 있는 서로 다른 CDMA 채널 상에서 셀들간의 핸드오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로,

이러한 상황에는 서로 다른 오퍼레이터들간의 핸드오프, 용량 원인으로 할당된 서로 다른 RF 채널들간의 핸드오
프, 또는 서로 다른 신호 변조 기술들간의 핸드오프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되지만,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주파수간 하드 핸드오프를 행하기 전에, 이동국은 기지국에 의해 지시를 받아 새로운 타겟 주파수에 동조하고,
무선 환경 (예컨대, 수신 신호 등의 파일롯 신호 세기) 을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기지국에 보고한다.

이러

한 절차는 TIA/EIA-95-B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파수간 핸드오프의 성공률을 크게 증가시킨다.
<4>

"탐색 익스커전 (search excursion)" 라 불리는 타겟 주파수에 대한 측정의 필수 측정 요구조건은 그 발신 주파
수에 대한 현재의 서비스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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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신호 성능을 열화시킬 수 있다.
시킬 수도 있다.

한편, 장기간 동안의 샘플링은 제 1 주파수에서의 신호를 완전히 소실

이하 설명하는 방법은 이동국이 탐색 시간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단절을 제한하도록

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5>

여기서는, 무선 통신시스템, 특히 타겟 주파수로의 탐색 익스커전 시간 및 발신 주파수에 대한 현재의 서비스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법 및 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과제 해결수단
<6>

이하의 설명에서는, 발명의 완벽한 이해를 위하여 여러가지 특정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그러나, 당업자는

본 발명을 이러한 특정 세부사항 없이, 또는 대체 요소 또는 단계로 실시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

편, 널리 공지된 구조 및 방법은 본 발명을 불명료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세히 도시하지는 않는다.

효 과
<7>

이동국은 파일롯 채널과 하나 이상의 정보 채널을 포함하는 복수의 채널을 송신한다.

이 예시적인 실시예에

서, 기지국은 역방향 링크 파일롯 신호의 수신 에너지에 따라서 역방향 링크 신호의 송신 에너지의 타당성을 판
정한다.

본 발명에서는, 파일롯 채널 송신 전력을 주파수 탐색 익스커전 이전의 레벨로 유지하지만, 이동국

에 의해 송신하는 하나 이상의 다른 채널의 송신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또한, 이동국이 모든 정보 채널들의

송신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이동국은 서로 다른 정보 채널의 중요도 순위를 생성하고, 선택적으
로 그 채널들의 송신 전력을 증가시킨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8>

도 1 은 사용자국들 (예컨대, 이동 전화기) 의 사용자들과 셀사이트, 즉 기지국 간에 통신하기 위해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등의 다중 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셀룰러 가입자 통신시스템 (100) 을 나타낸다.

도 1 에

서, 이동 사용자국 (102) 은 하나 이상의 기지국들 (106A 및 106B 등) 에 의하여 기지국 제어기 (104) 와 통신
한다.

유사하게, 고정 사용자국 (108) 은 기지국 제어기 (104) 와 통신하지만, 기지국들 (106A, 및 106B)

과 같은 단지 하나 이상의 소정의 가까운 기지국들에 의해서만 통신한다.
<9>

기지국 제어기 (104) 는 주로 시스템 제어를 기지국들 (106A, 106B) 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싱 호를
구비하며, 이에 접속되어 있다.
속하여 통신할 수도 있다.

또한, 기지국 제어기 (104) 는 다른 기지국과 다른 기지국 제어기들과도 접
기지국 제어기 (104) 는 이동 스위칭 센터 (110) 와 접속하며, 그 뒤 가입자 위

치 등록기 (112) 와 접속한다.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각 호의 초기에 각 사용자국의 등록 동안에, 기

지국 제어기 (104) 및 이동 스위칭 센터 (110) 는 사용자국으로부터 수신한 등록 신호와 가입자 위치 등록기
(112) 에 포함된 데이터를 비교한다.

당업자에게 공지된 바와 같이, 핸드오프는 기지국 제어기 (104) 와 다

른 기지국 제어기 간에, 그리고 이동 스위칭 센터 (110) 와 다른 이동 스위칭 센터 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
<10>

시스템 (100) 이 음성 또는 데이터 트래픽 호를 처리하는 경우, 기지국 제어기 (104) 는 이동국 (102) 및 고정
국 (108) 과의 무선 링크를 확립, 유지, 종료하지만, 이동 스위칭 센터 (110) 는 공중 교환 전화망 (PSTN) 과의
통신을 확립, 유지, 및 종료한다.

이하, 기지국 (106A) 와 이동국 (102) 간에 송신되는 신호에 대해 설명하

지만, 당업자는 이 설명이 다른 기지국들 및 고정국 (108) 에도 마찬가지로 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셀" 과 "기지국" 은 일반적으로 교체가능하다.
<11>

도 2 를 참조하면, 이동국 (102) 은, 기지국 (106A) 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기지국 (106A) 으로부터 신호를 수신
하는 안테나 (202) 를 구비한다.

듀플렉서 (203) 는 순방향 링크 채널, 즉 기지국 (106A) 으로부터의 신호

를 이동 수신기 시스템 (204) 에 제공한다.
디코딩한다.
에 제공한다.

수신기 시스템 (204) 은 그 수신 신호를 다운컨버팅, 복조, 및

그 후, 수신기 시스템 (204) 은 소정의 파라미터 또는 파라미터 세트를 품질 측정 회로 (206)
파라미터의 예로는, 측정된 신호 대 잡음비 (SNR), 측정된 수신 전력, 또는 심볼 에러

레이트, 야마모토 메트릭 (Yamamoto metric), 또는 패러티 비트 검사 표시와 같은 디코더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여기서 설명되는 발명을 사용하기 위해, 메모리 버퍼 (207) 가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이동국 (및 기

지국 (106A)) 의 동작에 관한 부가적인 세부사항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여기서 참조로 포함하

- 3 -

등록특허 10-0897214
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APPARATUS FOR DETERMINING THE RATE OF RECEIVED DATA IN A VARIABLE RATE
COMMUNICATION SYSTEM" 인 미국 특허 제 5,751,725 호에서 알 수 있다.
<12>

품질 측정 회로 (206) 는 수신기 시스템 (204) 으로부터 파라미터를 수신하고, 품질 측정 신호, 즉 그 수신 신
호의 전력 레벨을 판정한다.

품질 측정 회로 (206) 는 각 프레임의 부분 또는 윈도우들로부터 비트당 에너

지 (Eb) 또는 심볼당 에너지 (Es) 측정을 생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비트

당 에너지 또는 심볼당 에너지 측정치를 정규화하거나 (예컨대, Eb/NO), 또는 간섭 인자를 포함하여 정규화한다
(예컨대, Eb/Nt).
<13>

이 측정치들에 기초하여, 품질 측정 회로 (206) 는 전력 레벨 신호를 생성한다.

전력 제어 프로세서 (208) 는 품질 측정 회로 (206) 로부터 전력 레벨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를 임계치와 비
교하며, 그 비교에 기초하여 전력 제어 메시지를 생성한다.
한 전력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각 전력 제어 메시지는 순방향 링크 신호에 대

선택적으로는,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전력 제어 프로세서 (208) 는

그 수신 순방향 링크 신호의 절대 전력 (absolute power) 을 나타내는 전력 제어 메시지를 생성한다.

바람

직하게는, 전력 제어 프로세서 (208) 는 수 개의 프레임당 전력 레벨 신호에 응답하여 수 개의 (예컨대, 16 개)
전력 제어 메시지를 생성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품질 측정 회로 (206) 와 전력 제어 프로세서 (208) 를

별도의 구성요소로 설명하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을 모놀리식하게 집적하거나, 또는 단일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
해 그러한 구성요소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14>

이동 송신 시스템 (210) 은 듀플렉서 (203) 와 안테나 (202) 를 통하여 전력 제어 메시지를 인코딩, 변조,
증폭, 및 업컨버팅한다.

이 도시한 실시예에서, 이동 송신 시스템 (210) 은 외부로 나가는 역방향 링크 프

레임의 소정의 위치에 전력 제어 메시지를 제공한다.
<15>

또한, 이동 송신 시스템 (210) 은 이동국의 사용자로부터 음성 또는 일반적인 컴퓨터 데이터와 같은 역방향 링
크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한다.

이동 송신 시스템 (210) 은 송신될 트래픽 데이터에 기초하여 기지국 (106A)

에 (전력/레이트를 포함하는) 특정 서비스를 요구한다.
적당한 대역폭 할당을 요구한다.

특히, 이동 송신 시스템 (210) 은 그 특정 서비스에

그 후, 시스템의 전력 제약시 이러한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기

지국 (106A) 은 이동국 (102) 과 다른 사용자들로부터의 요구에 기초하여 대역폭 (전력/레이트) 자원을 스케쥴
링 및 할당한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송신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역폭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6>

기지국 (106A) 은 이동국 (102) 으로부터 역방향 링크 프레임을 수신하는 수신 안테나 (230) 를 구비한다.
기지국 (106A) 의 수신기 시스템 (232) 은 그 역방향 링크 트래픽을 다운컨버팅, 증폭, 복조, 및 디코딩한다.
역송 트랜시버 (233) 는 역방향 링크 트래픽을 수신하고, 기지국 제어기 (104) 에 역방향 링크 트래픽을 전
송한다.

또한, 수신기 시스템 (232) 은 각 역방향 링크 트래픽 프레임으로부터 전력 제어 메시지를 분리하

고, 그 전력 제어 메시지를 전력 제어 프로세서 (234) 에 제공한다.
<17>

전력 제어 프로세서 (234) 는 그 전력 제어 메시지를 모니터링하고, 순방향 링크 송신기 전력 신호를 생성하여
순방향 링크 송신기 시스템 (236) 에 제공한다.

그에 응답하여, 순방향 링크 송신기 시스템 (236) 은 순방

향 링크 신호의 전력을 증가, 유지 또는 감소시킨다.
호가 송신된다.

그 후, 송신 안테나 (238) 를 통하여 순방향 링크 신

또한, 전력 제어 프로세서 (234) 는 이동국 (102) 으로부터의 역방향 링크 신호의 품질을

분석하고, 순방향 링크 송신기 시스템 (236) 에 적당한 피드백 제어 메시지를 제공한다.

그에 응답하여, 순

방향 링크 송신기 시스템 (236) 은 이동국 (102) 에 대한 순방향 링크 채널 상으로 송신 안테나 (238) 를 통하
여 피드백 제어 메시지를 송신한다.

또한, 송신기 시스템 (236) 은 역송 트랜시버 (233) 를 통하여 기지국

제어기 (104) 로부터 순방향 링크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한다.

순방향 링크 송신기 시스템 (236) 은 순방향

링크 트래픽 데이터를 인코딩 및 복조하고, 안테나 (238) 를 통하여 송신한다.
<18>

여기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도 1 및 2, 그리고 다른 도면에 나타낸 다양한 블록 및 부재의 구성과 동작
은 종래의 설계와 동작을 갖는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 위해, 부가 설명을 생략한다.

따라서, 이러한 블록 또는 부재는,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불명료하게 하는 것을 피하
당업자는, 여기서 제공한 상세한 설명에 기초하여, 도 1 및 2 의 통신시스

템 (100), 또는 이의 다른 시스템의 블록에 필요한 어떠한 변형도 쉽게 행할 수 있다.
<19>

기지국 (102) 과 이동국 (106A) 를 포함하는 사용자국용의 폐루프 전력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전파 조건
(propagation condition) 에 기초하여 각 사용자에 대한 송신 전력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음성 서비스에 있어
각 사용자에 대해 동일 프레임 에러 레이트 (FER) 를 생성한다 (예컨대, 1% FER).

- 4 -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

등록특허 10-0897214
이, 많은 사용자가 음성 서비스 대신에 팩시밀리, 이메일 및 일반적인 컴퓨터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송신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 모두는 지연에 민감하지 않으나 낮은 FER (또는 낮은 비트 에러 레이트
(BER)) 을 요한다.
있다.

사용자는 낮은 FER 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연에 민감한 비디오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기지국 (106A) 은 공지된 기술에 따라 각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에 기초하여 송신 레이트를 동적으로

할당한다.
<20>

미국통신산업협회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의 듀얼모드 광대역 확산 스펙트럼 셀룰러 시스
템용 TIA/EIA-95-A 이동국-기지국 호환 표준안에 기재된 하나의 CDMA 표준안에 따라, 각 기지국은 파일롯,
싱크, 페이징, 및 순방향 트래픽 채널을 그 사용자들에게 송신한다.

파일롯 채널은 각 기지국에 의해 연속

적으로 송신되는 변조되지 않은 다이렉트-시퀀스 확산 스펙트럼 신호이다.

파일롯 채널은 각 사용자로 하여

금 기지국에 의해 송신되는 채널의 타이밍을 획득하게 하며, 코히어런트 복조에 대한 위상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파일롯 채널은 기지국들 간의 신호 세기 비교 수단을 제공하며, (셀들 간의 이동 시점과 같은) 기지국
들 간의 핸드오프되는 시점을 판정한다.

최근의 CDMA 변조 기술은 전용 시간 멀티플렉싱 ("DTMP") 된 파일

롯 심볼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DTMP 방법에 따르면, 각 사용자의 트래픽 채널에 대해 별도의 파일

롯 심볼이 시간 멀티플렉싱된다.

각 사용자는 파일롯 심볼들 (및 정보 심볼들) 을 순차적으로 역확산한다.

또한, 파일롯 신호를 브로드캐스팅하는데 하나의 공동채널을 전용하는 선택적인 공통 코드 멀티플렉싱 파일
롯 ("CCMP") 법이 있다.

어떠한 파일롯 심볼도 전용 채널로 멀티플렉싱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는 그 파일롯

심볼과 변조된 정보 신호를 병렬로 역확산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1998

년 8월 31일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APPARATUS FOR REDUCING AMPLITUDE VARIATIONS AND
INTERFERENCE IN COMMUNICATION SIGNALS, SUCH AS WIRELESS COMMUNICATION SIGNALS EMPLOYING INSERTED PILOT
SYMBOLS" 인 미국특허출원 제 09/144,402 호에 더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1>
<22>

주파수간 탐색
다음으로, 도 3 을 참조하면, 탐색 익스커전을 수행하는데 관련되는 서로 다른 타이밍의 다이어그램이 나타나
있다.

도 3 은 그 자체로 당업자가 이해가능하지만, 간단히 설명한다.

기준 tsearch 는 주파수 f2 에서 N

개의 샘플들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응한다.

총시간은 최초 주파수 f1 으로 되돌온 후 샘플을 처리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에 tsearch 를 더한 값이 된다.

시간 tsynch 및 tsettle 는 각각 새로운 주파수에서 스위칭

및 세틀링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응한다.

Ns ×Tc 의 기간은 Nsamples 에 대한 샘플링 시간을 나타내며,

tprocess 는 샘플을 처리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23>

또 다른 주파수에 대한 탐색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4>

먼저, 이동국은 최초 즉 제 1 주파수 f1 을 현재 복조하고 있다.

특정 신호 품질 측정치 (예컨대, 상술한

것들) 가 소정의 임계치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타겟 주파수 f2 로의 주파수간 하드 핸드오프가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품질 열화를 기지국 (106A) 에 보고하면, 이동국 (102) 은 그 기지국에 의하여 타겟 주파수

f2 까지 (예컨대, 후보 주파수 탐색 요구/제어 메시지 ("CFSCM") 를 통하여) 탐색 익스커전을 수행하도록 지시
받는다.
<25>

이동국은 주파수 f2 에 동조하고, N 칩 샘플을 수집한다 (예컨대, 칩은 직교 인코딩된 심볼에 대해 1024 bps 에
서 1 비트의 의사잡음이다).

주파수 f2 동안에는, 샘플이 메모리 버퍼에 저장되며, 이동국이 파일롯 탐색

및 파일롯 세기 측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동국은 최초 주파수 f1 으로 재동조되고, 순방향 링크의 수신

및 역방향 링크의 송신을 재개함과 동시에 주파수 f2 에서 수집된 N 샘플을 처리한다.
<26>

이동국은 최초 주파수 f1 에서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는 동시에, 그 저장된 샘플을 처리하는 탐색기를 사용하여
주파수 f2 에서 수집된 샘플을 처리한다.
에게 보고한다.

이동국은 주파수 f2 로부터의 대응 파일롯 세기 측정치를 기지국

당업자는 상술한 탐색기를 알고 있으며, 동일한 것을 제공하거나 얻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

고 있다.
<27>

앞서의 방법은 도 4 에 단계 410 에서 시작하는 루틴 400 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참조로 포함하는 TIA-EIA-95-B
표준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은 후보 주파수 탐색 요구 제어 메시지 (Candidate Frequency Search Request
Control Message) 에 따라 기지국 (106A) 은 주파수 변경 명령을 이동국 (102) 에 송신한다.

이 명령에 응

답하여, 이동국 (102) 은 단계 420 에서 타겟 주파수 f2 에 동조한다.
<28>

단계 430 에서, 이동국 (102) 은 타겟 주파수 f2 에서 신호 샘플을 수집하고, 그 샘플들을 메모리 버퍼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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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소적으로 저장한다.

단계 440 에서, 이동국 (102) 은 제 1 주파수 f1 에 재동조하고, 단계 450 에서

메모리 버퍼 (207) 에 저장된 신호 샘플들을 처리한다.
<29>

단계 440 및 450 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호 샘플들을 처리한 후에, 단계 460 에서 이동국 (102) 은 신호 샘플 처리 결과를 기지국
(106A) 에 송신한다.

<30>

현재의 프레임에 대한 탐색 익스커전의 영향을 최소화

<31>

이동국이 다른 주파수 f2 에 동조하여 주파수간 탐색을 수행하는 경우, tsearch 기간 동안에 기지국에 의해 송신
되는 순방향 링크 심볼은 이동국에 의해 수신될 수 없다.

유사하게, 이동국은 tsearch 동안에 송신하지 않으

며, 기지국은 tsearch 기간 동안에 역방향 링크 심볼을 손실하게 된다.

현재의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프레임

에 대한 손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국 및 기지국들은 탐색 익스커전에 의해 영향받는 심볼들의 전
방 에러 정정 인코딩하고 인터리빙한 프레임의 나머지 심볼들에 할당된 전력량을 증가시킨다.

프레임이 정

확하게 복조되도록 하기 위하여, 탐색 익스커전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심볼에 요구되는 부가적인 전력양은 여기
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탐색 익스커전 시간 tsearch 의 함수이다.
<32>

탐색 방문 동안의 순방향 링크 전력 제어

<33>

tsearch 기간 동안에 순방향 링크 심볼의 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동국은 순방향 링크 폐루프 고속 전력 제어
의 타겟 Eb/NO 를 △target dB 만큼씩 증가시킨다.

<34>

이 새로운 타겟 Eb/NO 이 탐색 익스커전 전의 세트 K 전력 제어 그룹 (PCG) 이다.

탐색 익스커전 이전에 영

향받는 이전 PCG 의 요구 갯수 K 및 타겟 Eb/NO 에서의 증분 (△target) 은 탐색 익스커전 tsearch 의 기간에 의존하
며, tsearch 가 길어질수록 K 도 커진다.

타겟 Eb/NO 의 증가의 결과, 주파수간 탐색 전에 순방향 링크 전력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35>

도 5 는 주파수간 탐색 익스커전에 관련된 일련의 순방향 전력 레벨을 나타낸다.
게 이해가능하지만, 간단히 설명한다.
볼의 복조를 계속한다.

도 5 가 자체로 당업자에

탐색 익스커전 후, 이동국 (102) 은 현재의 프레임의 순방향 링크 심

이 단계에서, 이동국 (102) 은 현재 프레임에 수신된 총 심볼 에너지를 인지하고,

이 총 심볼 에너지와 프레임당 요구되는 에너지를 비교하여, 타겟 프레임 에러 레이트를 달성한다.

이동국

(102) 은 이 메트릭을 사용하여 그 프레임의 나머지 전력 제어 그룹에 대해 타겟 Eb/NO 를 증감시킬 수 있다.
탐색 익스커전이 프레임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 경우, 이동국 (102) 은 그 다음 프레임 동안에 그 타겟 Eb/NO
을 증가시켜, 프레임의 처음 부분에서 손실된 심볼을 보상할 수도 있다.

예컨대, 폐루프 전력 제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각각 1996년 11월 20일 및 1997년 6월 20일 출원되었으며 발명
의 명칭이 "METHOD AND APPARATUS FOR ADJUSTING THRESHOLDS AND MEASUREMENTS OF RECEIVED SIGNALS BY
ANTICIPATING POWER CONTROL COMMANDS YET TO BE EXECUTED" 및 "METHOD AND APPARATUS FOR POWER ADAPTATION
CONTROL AND CLOSED-LOOP COMMUNICATIONS" 인 미국특허출원 제 08/752,860 호 및 제 08/879,274 호에 기재되어
있다.
<36>

탐색 방문 동안의 역방향 링크 전력 제어

<37>

기지국 (106A) 은 타겟 주파수 f2 로 탐색하면서, tsearch 기간 동안 이동국 (102) 과의 통신을 상실하고, 심볼을
수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심볼의 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동국 (102) 은 역방향 링크에 대한 총송

신 전력을 △search dB 양만큼씩 증가시킬 수 있다.

tsearch 동안의 심볼의 손실을 극복하고 기지국 (106A) 으

로 하여금 프레임을 정확히 복조하도록 하기 위해, △search dB 양은 탐색 tsearch 의 기간에 의존하고, 나머지에
프레임에 대해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심볼 에너지에 대응한다.

기지국 (106A) 은, 이동국에게 주파수간 탐색

을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메시지로 (예컨대, ("FCSM") 로) 최대 허용가능한 증분 △search dB 를 이동국 (102) 에
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값은 기지국 (106A) 에 의해 현재 판정되는 최대 허용가능한 간섭치에 의존할 수 있

다.
<38>

도 6 은

탐색 익스커전 동안의 일련의 역방향 링크 전력 증분을 나타낸다.

해가능하지만, 간단히 설명한다.

도 6 이 자체로 당업자에게 이

전력 증가하여 송신하는 주파수간 탐색 프레임 동안에, 기지국 (106A) 은

DOWN 명령 지시를 이동국 (102) 에 전송하여 그 전력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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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프레임의 끝까지, 이동국 (102) 은 그 DOWN 명령을 단지 무시한다.
각각 큰 화살표 (602, 604) 로 표시되어 있다.

도 6 에서, 이 UP 및 DOWN 명령은

탐색 익스커전이 프레임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 경우, 이동국

(102) 은 상술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후속 프레임 동안에 그 총 송신 전력을 증가시켜서, 후속 프레임의 초
기 심볼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다.

도 6 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레임 경계 후에 정규의 전력 제어를 재개

한다.
<39>

따라서, 도 4 에 관하여 상술한 방법을, 탐색 익스커전 동안에 인터럽트되지 않는 통신을 보장하도록 변형할 수
있다.

도 7 은 단계 710 에서 시작하는 변형된 방법의 단계를 나타내며, 여기서 기지국 (106A) 은 주파수

변경 명령 (FCSM) 을 이동국 (102) 에 송신한다.
<40>

상술한 바와 같이 , 이동국 (102) 이 그 타겟 주파수에 동조하기 전, 순방향 링크 폐루프 고속 전력 제어의 타
겟 Eb/NO 가 제 1 레벨로부터 제 2 레벨로 증가된다.

단계 720 에서 도시 및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국

(102) 은 역방향 링크에 대한 총 송신 전력을 △search dB 양만큼씩 증가시킨다.
<41>

그 후, 단계 730-740 에서, 이동국은 타겟 주파수에 동조하고, 칩 샘플 데이터와 같은 타겟 주파수 신호 샘플들
을 수집하며, 그 신호 샘플들을 메모리 (207) 에 저장한다.

<42>

단계 750 에서, 신호 샘플들의 수집을 완료하는 경우, 이동국 (102) 은 제 1 주파수에 재동조한다.

이동국

(102) 은 메모리 버퍼에서 그 신호 샘플들을 처리하고, 제 1 주파수 f1 로 기지국 (106A) 과의 통신을
재개한다.

통신 재개시, 단계 760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국 (102) 은 그 프레임 내 나머지 전력 제어

그룹들의 타겟 Eb/NO 를 조정하고, 그 후 타겟 Eb/NO 을 △target 만큼씩 감소시키고, 역방향 링크 총 송신 전력
은 정규의 제어를 재개한다.
<43>

마지막으로, 단계 770 에서, 파일롯 세기 측정치에서와 같은 신호 샘플 처리 결과를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44>

다중채널 역방향 링크에 대한 오프라인 탐색 방법

<45>

상술한 응용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폐루프 전력 제어의 결과이다.

이동국이 그 송신 에너지를 증가시켜

오프라인인 기간을 보상하는 기간 동안, 수신중인 기지국은 너무 높은 수신 신호의 에너지를 검출할 것이다.
응답시, 이동국이 오프라인 탐색을 수행하는 기간을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기지국은 일련의 DOWN 명령을 이동
국에 송신하여, 역방향 링크 송신 부스트를 미리 삭감할 것이다.
<46>

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이동국 (850) 은 파일롯 채널 및 하나 이상의 정보 채널을 포함하는 복수의 채널을 송
신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기지국 (106) 은 그 역방향 링크 파일롯 신호의 수신 에너지에 따라서 그 역

방향 링크 신호의 송신 에너지의 타당성을 판정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파일롯 채널 에너지가 폐루프

전력 제어 명령을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이유는, 이 파일롯 채널 에너지가 레이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동국에 의해 송신되는 하나 이상의 다른 채널의 송신 전력을 증가
시키는 동안, 파일롯 채널 송신 전력이 주파수 탐색 익스커전 이전의 레벨로 유지한다.
<47>

도 1 은 이동국 (850) 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기능 블록도를 나타낸다.
한 형태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TIA/EIA 표준 IS-95C 에 따른 동작에 유용한 실시예에 대응한다.

도 1 에 나타낸 기능 블록도의 다양

도 1 의 기능 블록도는 IS-2000 이라 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표준화 단체

ETSI 및 ARIB 에 의해 제안되는 바와 같은 광대역 CDMA (WCDMA) 를 포함하는 다른 표준안에 유용하다.
WCDMA 표준에서의 역방향 링크 변조와 IS-95C 표준에서의 역방향 링크 변조 간의 광범위한 유사성 때문에, 당업
자는 WCDMA 표준으로의 본 발명의 확장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8>

도 8 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무선 통신 장치는 전술한 미국 특허출원번호 제 08/886,604 호에 기재된 바와 같
이 짧은 직교 확산 시퀀스에 의해 서로 구별되는 복수의 별도의 정보 채널을 송신한다.

5 개의 별도의 코드

채널, 즉 1) 제 1 보충 데이터 채널 (838) 2) 파일롯과 전력 제어 심볼들의 시간 멀티플렉싱된 채널과 (840) 3)
전용 제어 채널 (842) 4) 제 2 보충 데이터 채널 (844) 5) 기본 채널 (846) - 을 무선 통신 장치에 의해 송신한
다.

제 1 보충 데이터 채널 (838) 과 제 2 보충 데이터 채널 (844) 은 팩시밀리,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비디오, 전자 메일 메시지 또는 다른 형태의 디지탈 데이터와 같은 기본 채널 (846) 의 용량을 초과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한다.

파일롯과 전력 제어 심볼의 멀티플렉싱된 채널 (840) 은 파일롯 심볼을 전송하여 기지

국에 의한 데이터 채널의 코히어런트 복조를 가능케하고, 전력 제어 비트들을 전송하여 이동국 (850) 과 통신하
는 기지국 또는 기지국들의 송신 에너지를 제어한다.

제어 채널 (842) 은 무선 통신 장치 (850) 의 동작 모

드, 이동국 (850) 의 용량, 및 다른 필요한 시그날링 정보와 같은 제어 정보를 기지국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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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846) 은 주요 정보를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채널이다.

음성 송신의 경우, 기

본 채널 (846) 은 음성 데이터를 전송한다.
<49>

보충 데이터 채널 (838 및 844) 은 미도시된 수단에 의해 송신을 위해 인코딩 및 처리되어 변조기 (826) 에 제
공된다.

반복 생성기 (822) 에 전력 제어 비트들이 제공되고, 멀티플렉서 (MUX, 824) 에 전력 제어 비트들

을 제공하기 전에 그 비트들의 반복을 제공한다.

멀티플렉서 (824) 에서, 잉여 전력 제어 비트들을 파일롯

심볼로 시간 멀티플렉싱하여, 라인 840 으로 변조기 (826) 에 제공한다.
<50>

메시지 생성기 (812) 는 필요한 제어 정보 메시지를 생성하고, 그 제어 메시지를 CRC 및 테일 비트 생성기
(814) 에 제공한다.

CRC 및 테일 비트 생성기 (814) 는 기지국에서 디코딩의 정확성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패러티 비트들인 순환반복검사 비트들 세트를 첨부하고, 그 제어 메시지에 소정의 테일 비트 세트를 첨부하여,
기지국 수신기 서브시스템에서 디코더의 메모리를 소거한다.
제어 메시지에 대한 전방 에러 정정 코딩을 제공한다.

그 후, 인코더 (816) 에 메시지가 제공되어,

반복 생성기 (820) 에 그 인코딩된 심볼들을 제공하

고, 그 인코딩된 심볼들을 반복하여 전송에서 부가적인 시간 다이버시티를 제공한다.

이어, 펑쳐링 요소

(puncturing element, PUNC, 819) 에 의하여 일부 소정의 펑쳐링 패턴에 따라서 특정 심볼들을 펑쳐링하여, 그
프레임 내에 소정의 수의 심볼들을 제공한다.

그 후, 인터리버 (818) 에 심볼들이 제공되어, 소정의 인터리

빙 포맷에 따라서 그 심볼들이 재배열된다.

라인 842 로 변조기 (826) 에 그 인터리빙된 심볼들이

제공된다.
<51>

가변 레이트 데이터 소스 (801) 는 가변 레이트 데이터를 생성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가변 레이트 데

이터 소스 (801) 은 상술한 미국특허 제 5,414,796 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가변 레이트 음성 인코더이다.
가변 레이트 음성 인코더의 사용이 무선 통신 장치의 배터리 수명과 감지된 음성 품질에 대한 최소 영향을 갖는
시스템 용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무선 통신에서는 음성 인코더가 널리 행해진다.

미국 통신 산업 협회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는 잠정 표준 IS-96 과 잠정 표준 IS-733 과 같은 표준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는 가변 레이트 음성 인코더를 명문화했다.

이 가변 레이트 음성 인코더들은 음성 액티비티 레

벨에 따라서 풀 레이트, 1/2 레이트, 1/4 레이트, 또는 1/8 레이트인 4 개의 가능한 레이트로 음성 신호를 인코
딩한다.

레이트는 음성 프레임을 인코딩하는데 사용되는 비트 수를 나타내며, 프레임-프레임 베이스에 따라

변한다.

풀 레이트는 소정의 최대 비트 수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인코딩하며, 1/2 레이트는 소정의 최대 비

트 수의 절반을 사용하여 프레임을 인코딩하고, 1/4 레이트는 소정의 최대 비트 수의 1/4 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인코딩하고, 1/8 레이트는 소정의 최대 비트 수의 1/8 을 사용하여 프레임을 인코딩한다.
<52>

가변 레이트 데이터 소스 (801) 는 그 인코딩된 음성 프레임을 CRC 및 테일 비트 생성기 (802) 에 제공한다.
기지국에서 디코더의 메모리를 소거하기 위하여, CRC 및 테일 비트 생성기 (802) 는 기지국에서 디코딩의 정
확성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패러티 비트들인 순환반복검사 비트들 세트를 첨부하고, 그 제어 메시지에 소정의
테일 비트들 세트를 첨부한다.
정정 코딩이 제공된다.
된다.

그 후, 인코더 (804) 에 메시지가 제공되어, 음성 프레임에 대한 전방 에러

반복 생성기 (808) 에 그 인코딩된 심볼들이 제공되어, 그 인코딩된 심볼들이 반복

반복 생성기에 이어, 소정의 펑쳐링 패턴에 따라서 펑쳐링 요소 (809) 에 의하여 특정 심볼들이 펑쳐

링되어, 그 프레임 내에 소정의 수의 심볼들이 제공된다.
정의 인터리빙 포맷에 따라서 그 심볼들이 재배열된다.

그 후, 인터리버 (806) 에 심볼들이 제공되어, 소
라인 846 로 변조기 (826) 에 그 인터리빙된 심볼들

이 제공된다.
<53>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변조기 (826) 는 코드분할 다중접속 변조 포맷에 따라서 그 데이터 채널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정보를 송신기 (TMTR) 에 제공하여, 그 신호를 증폭 및 필터링하고, 안테나 (832) 를 통한 송신용 듀플
렉서 (830) 를 통하여 그 신호를 제공한다.

<54>

IS-95 및 cdma2000 시스템에서는, 20 ms 프레임을 전력 제어 그룹이라 하는 16 개의 동일 길이의 심볼들 세트로
나눈다.

전력 제어에 대한 기준은 각 전력 제어 그룹에 대하여 프레임을 수신하는 기지국이 기지국에서의

수신하는 역방향 링크 신호의 충분성 판정에 응답하여 전력 제어 명령을 내린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55>

도 2 는 도 1 의 변조기 (826) 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기능 블록도를 나타낸다.

라인 838 로 확산 요소

(952) 에 제 1 보충 데이터 채널 데이터가 제공되어, 소정의 확산 시퀀스에 따라서 보충 채널 데이터가 커버링
된다.
확산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확산 요소 (952) 는 짧은 왈쉬 시퀀스 (++--) 를 가지고 보충 채널 데이터를
상대 이득 요소 (954) 에 확산 데이터가 제공되어, 파일롯 에너지 및 전력 제어 심볼들에 비례하

여, 확산된 보충 채널 데이터의 이득이 조정된다.
채널 데이터가 제공된다.

합산기 (956) 의 제 1 합산 입력에 그 이득 조정된 보충

라인 840 으로 합산기 (956) 의 제 2 합산 입력에 파일롯 및 전력 제어 밀티플렉

- 8 -

등록특허 10-0897214
싱된 심볼이 제공된다.
<56>

라인 842 로 확산 요소 (958) 에 제어 채널 데이터가 제공되고, 소정의 확산 시퀀스에 따라서 보충 채널 데이터
가 커버링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확산 요소 (958) 는 짧은 왈쉬 시퀀스 (++++++++--------) 를 가지고

보충 채널 데이터를 확산한다.

상대 이득 요소 (960) 에 그 확산된 데이터가 제공되어, 파일롯의 에너지 및

전력 제어 심볼들에 비례하여, 확산된 제어 채널 데이터의 이득이 조정된다.

합산기 (956) 의 제 3 합산 입

력에 그 이득 조정된 제어 데이터가 제공된다.
<57>

합산 요소 (956) 은 그 이득 조정된 제어 데이터 심볼들, 그 이득 조정된 보충 채널 심볼들, 및 시간 멀티플렉
싱된 파일롯 및 전력 제어 심볼들을 합산하여, 그 합산을 승산기 (972) 의 제 1 입력과 승산기 (978) 의 제 1
입력에 제공한다.

<58>

라인 844 로 확산 요소 (962) 에 제 2 보충 채널이 제공되어, 소정의 확산 시퀀스에 따라서 보충 채널 데이터가
커버링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확산 요소 (962) 는 짧은 왈쉬 시퀀스 (++--) 를 가지고 보충 채널 데이

터를 확산한다.
이 조정된다.
<59>

상대 이득 요소 (964) 에 그 확산 데이터가 제공되어, 그 확산된 보충 채널 데이터의 이득
합산기 (966) 의 제 1 합산 입력에 그 이득 조정된 보충 채널 데이터가 제공된다.

라인 846 으로 확산 요소 (968) 에 기본 채널 데이터가 제공되어, 소정의 확산 시퀀스에 따라서 기본 채널 데이
터가 커버링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확산 요소 (968) 는 짧은 확산 시퀀스 (++++----++++----) 를 가지

고 기본 채널 데이터를 확산한다.
채널 데이터의 이득이 조정된다.

상대 이득 요소 (970) 에 그 확산된 데이터가 제공되어, 그 확산된 기본
합산기 (966) 의 제 2 합산 입력에 그 이득 조정된 기본 채널 데이터가 제

공된다.
<60>

합산 요소 (966) 는 그 이득 조정된 제 2 보충 채널 데이터 심볼들과 기본 채널 데이터 심볼들을 합산하여, 그
합산을 승산기 (974) 의 제 1 입력 및 승산기 (976) 의 제 1 입력에 제공한다.

<61>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데이터를 확산하는데 2 개의 서로 다른 짧은 PN 시퀀스 (PNI 와 PNQ) 를 사용하는 의사잡
음 확산을 이용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짧은 PN 시퀀스 PNI 와 PNQ 를 긴 PN 코드로 승산하여, 부가적인

프라이버시 (privacy) 를 제공한다.

의사잡음 시퀀스의 생성은 당업계에 널리 공지되어 있으며, 상술한 미

국특허 제 5,103,459 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공된다.

승산기 (980 및 982) 의 제 1 입력에 긴 PN 시퀀스가 제

승산기 (980) 의 제 2 입력에 짧은 PN 시퀀스 PNI 가 제공되고, 승산기 (982) 의 제 2 입력에 짧은

PN 시퀀스 PNQ 가 제공된다.
<62>

각각의 승산기 (972 및 974) 의 제 2 입력에 승산기 (980) 로부터 얻은 PN 시퀀스가 제공된다.
기 (976 및 978) 의 제 2 입력에 승산기 (982) 로부터 얻은 PN 시퀀스가 제공된다.
입력에 승산기 (972) 로부터의 생성 시퀀스가 제공된다.
로부터의 생성 시퀀스가 제공된다.
공된다.

<63>

각각의 승산

감산기 (984) 의 합산

합산기 (986) 의 제 1 합산 입력에 승산기 (974)

감산기 (984) 의 감산 입력에 승산기 (976) 로부터의 생성 시퀀스가 제

합산기 (986) 의 제 2 합산 입력에 승산기 (978) 로부터의 생성 시퀀스가 제공된다.

기저대역 필터 (988) 에 감산기 (984) 로부터의 차이 시퀀스가 제공된다.

기저대역 필터 (988) 는 서로 다

른 시퀀스에 대한 필요한 필터링을 수행하고, 그 필터링된 시퀀스를 이득 요소 (992) 에 제공한다.
소 (992) 는 그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고, 그 이득 조정된 신호를 업컨버터 (996) 에 제공한다.

이득 요
업컨버터

(996) 는 QPSK 변조 포맷에 따라서 그 이득 조정된 신호를 업컨버팅하고, 그 업컨버팅된 신호를 합산기 (1000)
의 제 1 입력에 제공한다.
<64>

기저대역 필터 (990) 에 합산기 (986) 로부터의 합산 시퀀스가 제공된다.

기저대역 필터 (990) 는 서로 다

른 시퀀스에 대한 필요한 필터링을 수행하고, 그 필터링된 시퀀스를 이득 요소 (994) 에 제공한다.
소 (994) 는 그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고, 그 이득 조정된 신호를 업컨버터 (998) 에 제공한다.

이득 요
업컨버터

(998) 는 QPSK 변조 포맷에 따라서 그 이득 조정된 신호를 업컨버팅하고, 그 업컨버팅된 신호를 합산기 (1000)
의 제 2 입력에 제공한다.

합산기 (1000) 는 2 개의 QPSK 변조된 신호를 합산하여, 그 결과를 송신기 (828)

에 제공한다.
<65>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 (850) 이 다른 주파수 f2 에 동조하여 주파수간 탐색을 수행하는 경우, 이동국은
tsearch 동안에 기지국이 송신한 순방향 링크 심볼을 수신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이동국 (850) 은 tsearch

동안에 송신하지 않아, 기지국은 tsearch 기간 동안에 역방향 링크 심볼들을 손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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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타겟 주파수 f2 에 대한 탐색 동안에, 기지국 (106A) 은 이동국 (850) 과의 통신을 손실하고, tsearch 기간 동안
에 심볼을 수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심볼들의 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동국 (850) 은 오프라인 탐색 이

전의 레벨로 파일롯 심볼 채널 (840) 및 멀티플렉싱된 전력 제어 명령의 송신 전력을 유지하면서, 제 1 보충 채
널 (838), 제 2 보충 채널 (844), 제어 채널 (842), 및 기본 채널 (846) 을 포함한, 정보 채널들의 송신 전력을
증가시킨다.
<67>

△search 양은 탐색 tsearch 의 기간에 의존하고, tsearch 동안에 심볼들의 손실을 극복하여, 기지국 (106A) 으로 하
여금 프레임을 정확히 복조하기 위해, 프레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심볼 에너지에 대응한
다.

기지국 (106A) 은 이동국이 주파수간 탐색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 (예컨대, "FCSM" 에서) 로 최

대 허용 증가 △search dB 를 이동국 (850) 에게 통지한다.

이 값은 기지국 (106A) 에 의해 현재 판정되는 최

대 허용 간섭에 의존한다.
<68>

오프라인 탐색 알고리즘으로부터 되돌아오면, 이득 요소 (954, 960, 964, 및 970) 에 제어 신호들이 제공되어,
그 채널들의 이득이 △search dB 만큼씩 증가된다.

그러나, 파일롯 채널의 송신 에너지는 실행되지 않는다.

역방향 링크 전력 제어 명령을 역방향 링크 파일롯 신호의 수신 에너지에 따라서 생성하기 때문에, 폐루프
전력 제어 명령은 오프라인 탐색을 보상하는데 제공되는 증가 △search dB 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69>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동국 (850) 은 모든 송신된 정보 채널의 송신 전력을 △search dB 만큼씩 증가시킬 수 없
는 상태에 응답할 수 있다.
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동국 (850) 은 그 전원에 대한 제한 때문에 정보 채널의 송신 에너지를 증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동국 (850) 은 그 역방향 링크 송신이 방해받지 않아야

할 중요도에 따라서 이동국 (850) 이 송신하는 채널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에 고려될 수도 있는

인자는 송신되는 데이터의 종류, 재송신 프로토콜의 가용성, 제공되는 전방 에러 정정 유형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70>

그 후, 이동국 (850) 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당 채널들의 송신 전력을 증가시킨다.

기지국 (106A) 과 이동국 (102 및 850) 은 전술한 처리를 달성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당업자는 여기서 제

공한 상세한 설명에 기초하여, 전술한 바를 달성하는 소스 코드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
<71>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 및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형을
이 행할 수 있다.

예컨대, 이동국 (102 및 850) 은 그 긴 코드 마스크의 상태를 이용하여 프레임 내의 시작

위치를 선택함으로써 주파수간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이동국 (102 및 850) 은 주파수간 탐색이 전형적으

로 한 프레임을 초과하여 확장되지 않는 무작위화 기간 (randomization period) 을 선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동국들 간의 탐색 익스커전 위치를 무작위함으로써, 역방향 링크 간섭을 감소시키고 순방향 링크에 대한
총 전력 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72>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 및 예들을 일례로 설명하였지만, 당업자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
어나지 않고 다양하고도 동등한 변형을 행할 수 있다.

예컨대, 실시예를,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

고,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것으로 도시 및 설명하였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 컴퓨터 판독

디스크에 저장된 매크로코드, 또는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및 저장할 매크로코드와 같은 어떠한 적합한 컴퓨터 판
독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예컨대 DSP 또는 ASIC 에 의해, 하드웨어로 마찬가지로 구현할 수 있

다.
<73>

여기서 제공된 본 발명의 교시는 위에서 도시 및 설명한 통신시스템이 아닌 다른 통신시스템에도 응용할 수 있
다.

예컨대, CDMA 통신시스템 (100) 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다른 디지탈 또는 아날로그 셀룰러 통신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응용가능하다.

본 발명은

그 모두를 여기서

참조로 포함한, 다양한 특허 및 상술한 표준안의 개념, 회로, 시스템의 형태에 사용되도록 변형할 수 있다.
<74>

본 발명에 대한 이들 및 다른 변형은 상술한 상세한 설명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다.

통상, 첨부되는 청구범

위에서, 용어들은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개시된 특정 실시예에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
아야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그 개시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첨부되는 청구범위에 의해 그

범위가 전적으로 정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75>

도면에서, 유사 도면 부호는 유사 부재를 나타낸다.

어느 특정 부재에 대한 설명의 편의 상, 도면 부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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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자리는 부재가 처음 소개되는 도면 번호를 나타낸다 (예컨대, 부재 204 는 도 2 에서 처음 소개하며, 이에
대해 설명한다).
<76>

도 1 은 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무선 통신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77>

도 2 는 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도 1 의 무선 통신시스템에 제공되는 주요 구성요소의 블록도이다.

<78>

도 3 은 주파수간 탐색 익스커전의 타이밍 도이다.

<79>

도 4 는 본 발명의 실시예 하에서 주파수 탐색 익스커전을 수행하는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80>

도 5 는 주파수간 탐색 익스커전에 관련된 일련의 순방향 링크 전력 레벨을 나타내는 전력 대 시간의 그래프이
다.

<81>

도 6 은 탐색 익스커전 동안의 역방향 링크 전력 증가를 나타내는 전력 대 시간의 그래프이다.

<82>

도 7 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의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주파수 탐색 익스커전을 수행하는 방법
의 플로우차트이다.

<83>

도 8 은 본 발명의 다중채널 원격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84>

도 9 는 본 발명의 역방향 링크 변조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85>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86>

100 : 셀룰러 가입자 통신시스템

102 : 이동 사용자국

<87>

104 : 기지국 제어기

106A, 106B : 기지국

<88>

108 : 고정국

110 : 이동 스위칭 센터

<89>

112 : 가입자 위치 등록기

602, 604 : UP, DOWN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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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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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 13 -

등록특허 10-0897214

도면3

- 14 -

등록특허 10-0897214

도면4

- 15 -

등록특허 10-0897214

도면5

- 16 -

등록특허 10-0897214

도면6

- 17 -

등록특허 10-0897214

도면7

- 18 -

등록특허 10-0897214

도면8

- 19 -

등록특허 10-0897214

도면9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