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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전력 결정방법이, 이동국이 기지국의 순방향 특정 채널의 세기를 측
정하여 전송하면, 기지국이 상기 특정 채널의 세기를 수신한 후 기지국의 기준 특정채널의 세기의 비에 
따라 초기 송신전력을 결정한 후, 상기 특정 채널 외의 다른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을 제어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순방향 초기 전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이동국이 순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도 2와 같이 순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는 기지국과 이동국의 구성을 도
시하는 도면

도 4은 도 3에서 이동국이 수신되는 신호로 부터 전력의 세기를 검출하는 전력측정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이동국이 역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도 5와 같이 역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는 기지국과 이동국의 구성을 도
시하는 도면

도 7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기위한 이동국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8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순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는 과정을 도
시하는 흐름도

도 9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기위한 이동국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0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역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는 과정을 도
시하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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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전력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지국이 이동국으로 송신하
는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을 설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새로운 순방향 채널에 대한 초기 전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을 나타
내는 그림이다. 기지국은 이동국으로 기준 파일럿 및 다른 채널들을 송신하고, 이동국은 기지국으로 접
근 채널(access channel), 역방향 파일럿(reverse channel) 및 다른 채널들을 송신한다. 기지국이 이동
국으로 새로운 채널을 송신하고자 할 때, 기지국과 단말기 간의 초기 전력을 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 여기서 상기 다른 채널은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과 제어 채널들이 될 수 있으며, 상기 트래
픽 채널은 데이타 및 음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들이 된다.

종래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우, 기지국은 순방향 링크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을 채널 상태에 상관없이 
정해진 고정된 값으로 한다. 이때 모든 상황에 따른 이동국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유 
전력이 필요하므로, 기지국은 필요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종래의 전력 제어
방법은 채널 상태에 따라 전력 제어를 설정 해주지 않고 순방향 링크 간섭, 특히 인접 셀 간의 간섭을 
증가시켜 이동국에서의 수신 성능을 떨어뜨리며, 기지국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이 특정 이동국을 겨냥한 트래픽 채널 또는 제어 채널의 전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초기 송신 전력 레벨을 최적으로 맞추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이 특정 이동국에 트래픽 채널 또는 제어 채널의 전
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순방향 링크의 초기 송신 전력 레벨을 결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채널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
을 채널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설정해주고 순방향 링크의 간섭을 억제시켜 이동국 수신 성능을 향상시
키고 기지국 송신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전력 결정방법
이, 이동국이 기지국의 순방향 특정 채널의 세기를 측정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이 
송신한 특정 채널의 세기를 수신한 후 기지국의 기준 특정채널의 세기의 비에 따라 초기 송신전력을 결
정한 후, 상기 특정 채널 외의 다른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초기 전력 설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이동국이 측정한 파일럿의 
수신 칩당 에너지 Ec 대 전체 수신 전력 대역 밀도 Io의 비(Ec/Io)_pilot_rx, 또는 파일럿 수신 비트 당 
에너지 Eb 대 전체 수신 잡음 전력 대역 밀도 Nt의 비 (Eb/Nt)_pilot_rx, 기지국의 파일럿 송신 칩당 에
너지 Ec 대 전체 송신 전력 대역 밀도 Ior의 비 (Ec/Ior)_pilot_tx,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률 또는 요구
되는 신호 비트당 에너지 Eb 대 잡음 전력 대역 밀도 Nt의 비 (Eb/Nt)_required, 기지국이 측정한 역방
향 파일럿 수신 전력, 이동국의 역방향 파일럿 송신 전력 등이 있다. 

이중 이동국이 측정한 파일럿 수신 칩당 에너지 대 전체 수신 전력 대역 밀도 비 (Ec/Io)_pilot_rx, 또
는 파일럿 수신 비트당 에너지 대 전체 수신 잡음 전력 대역 밀도 비 (Eb/Nt)_pilot_rx와 이동국의 역방
향 파일럿 송신 전력은 이동국이 기지국으로 접근 채널을 통해 보고해 줄 수 있는 정보이다. 그리고 그
밖에 기지국의 파일럿 송신 칩당 에너지 대 전체 송신 전력 대역 밀도 비 (Ec/Ior)_pilot_tx,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률 또는 요구되는 트래픽 신호 비트당 에너지 대 잡음 전력 대역 밀도 비 (Eb/Nt)_required, 
기지국이 측정한 역방향 파일럿 수신 전력은 기지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기지국은 상기 정
보들을 사용하여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을 설정해 줄 수 있다.

본 발명의 첫 번째 실시예에서는 기지국이 이동국으로 기준 파일럿 채널을 고정된 전력으로 송신하고 이
동국이 파일럿 신호 세기를 측정하며, 측정된 값을 접근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 보고하면 기지국이 이
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래픽 채널 또는 제어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을 결정한다. 호 진행 과정에서 기지
국이 상기와 같이 결정된 초기 전력에 따라 순방향 채널 송신을 시작할 수 있는 예로는 이동국으로부터 
접근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받은 기지국이 트래픽 채널 송신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제어 채널로 응답을 
보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접근 채널 메시지는 발호 과정에서의 시작(Origination) 메시지, 착호 과정에서의 호출 응
답(Page Response) 메시지 등이 될 수 있고, 상기 트래픽 채널은 초기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
고 송신되는 널(Null) 트래픽 채널이 될 수 있으며, 상기 제어 채널은 호출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 등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일럿 세기를 보고하는 접근 채널이 다
른 진행중인 역방향 채널로 대치될 수 있다. 또한 초기 전력의 설정은 중단되었다가 다시 송신을 재개하
는 채널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도 2는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의 초기 송신 전에 순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
의 초기 송신 전력을 설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기지국은 212단계에서 고정된 
순방향 파일럿 채널을 이동국에 송신하면, 이동국은 214단계에서 수신된 파일럿 채널의 세기 및 전체 수
신 전력을 측정한다. 이후 이동국은 216단계에서 억세스 채널을 통해 파일럿 채널의 수신 세기를 포함하
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기지국에 전송한다. 그러면 기지국은 218단계에서 상기 212단계에서 송신된 파일
럿 채널의 송신 세기와 상기 216단계에서 수신된 단말기의 파일럿 채널의 수신 세기를 비교하여 초기 순
방향 채널의 송신 전력을 결정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은 220단계에서 설정된 초기 송신 전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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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채널 또는 제어 채널의 신호를 송신한다. 여기서 상기 순방향 채널은 상기한 바와 같이 트래픽 
채널 및 제어 채널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아.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파일럿을 수신하여 파일럿 수신 전력을 
측정하고 이와 함께 전체 수신 전력을 측정하여 파일럿 수신 전력 대 전체 수신 전력 비로서 파일럿 세
기를 구하여 접근 채널 메시지를 통해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 부
터 수신된 파일럿 세기 값을 바탕으로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을 설정한다. 

도 3은 순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송신 전력을 설정하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
기 도 3을 참조하면, 기지국의 파일럿 송신기311은 고정된 전력으로 파일럿 채널 신호를 송신한다. 그러
면 단말기의 수신기 중 전력측정기351은 상기 수신되는 파일럿 채널 및 전체 신호의 수신 전력을 측정한
다. 

도 4는 상기 전력측정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수신신호는 순방향 링크의 
수신신호로써 기저대역으로 변환된 신호이다. 그러면 곱셈기412는 상기 수신신호에 파일럿 PN 코드를 곱
하여 전체 신호 중에 파일럿 채널을 구분하여 출력한다. 누적기414는 상기 곱셈기412에서 출력되는 파일
럿 채널을 소정 단위(symbol)로 누적하여 출력하며, 제곱기416은 상기 누적기414의 출력을 제곱하여 에
너지 형태의 신호로 변환한다. 여기서 상기 누적기414 및 제곱기416은 파일럿 전력 측정(measure pilot 
signal power)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기 제곱기416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파일럿 수신 칩당 에너지 
Ec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 4에서 제곱기422는 상기 수신신호를 제곱하여 출력하며 누적기 424는 상
기 제곱기422의 출력을 소정 단위로 누적 평균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누적기424에서 출력되는 신호
는 전체 수신 전력대역밀도 Io가 된다. 

이후 상기 전력측정기351은 상기 도 4와 같은 구성으로 발생되는 Ec 및 Io의 비(Ec/Io)를 구하여 파일럿 
세기를 출력한다. 그러면 접근메세지 발생기353은 상기 전력측정기351에서 출력되는 파일럿 세기를 포함
하는 접근채널 메시지를 발생하여 역방향 링크를 통해 기지국에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의 접근메세지 해석기313은 상기 접근 채널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파일럿 세기를 추출
하여 송신전력 제어기317에 출력한다. 그리고 기지국의 메모리315에는 기지국의 파일럿 송신 칩당 에너
지 대 전체 송신 전력 대역 밀도의 비 (Ec/Ior)_pilot_tx와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률 또는 요구되는 신호 
비트당  에너지  대  잡음  전력  대역  밀도의  비  (Eb/Nt)_required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송신전력 
제어기317은 상기 접근메세지 해석기313의 출력과 상기 기지국 메모리315의 출력을 입력하여 기지국에서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채널 이득제어신호를 발생한다. 그러면 채널 송신기319는 상기 
송신전력 제어기317에서 출력되는 채널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채널 송신 전력이 결정되어 해당 채널의 신
호를 송신한다. 여기서 상기 채널송신기319는 트래픽채널 송신기 또는 제어채널 송신기가 될 수 있다. 

상기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상기와 같이 기지국의 파일럿 송신기311은 고정된 전력으로 기준 파일럿 
신호를 이동국으로 송신한다. 그러면 이동국 전력 측정기351은 상기 기지국 파일럿 송신기311에서 송신
되어 무선 채널을 통해 수신된 파일럿 신호의 수신 전력과 전체 수신 전력 비를 측정한 값인 파일럿 세
기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전력측정기351에서 이동국의 파일럿 세기 측정 방법을 살펴본다.

이동국은 적어도 네 개의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처리 원소를 구비한다. 이 중 적어도 세 개
는 순방향 CDMA 채널의 다경로(multi path) 성분들을 추적하여 복조할 수 있으며, 적어도 하나는 각 파
일럿 PN 순열 오프셋(Offset)에서의 신호 세기를 검색하고 추정할 수 있는 탐색기(Searcher) 원소이다. 
이동국은 탐색기 원소를 사용하여 최대 k 개 (여기서 k는 복조 원소의 개수)의 사용 가능한 다경로 성분
에 대해 수신된 파일럿의 칩당 에너지 Ec 대 전체 수신 전력 대역 밀도(power spectral density : 잡음 
및 신호) Io 의 비 (Ec/Io)를 합하여 파일럿의 세기 PS = (Ec/Io)_pilot_rx를 구한다. 

상기 이동국의 접근메세지 발생기353은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접근 채널 메시지를 발생하는데, 상기 접근
채널 메세지에는 파일럿 세기를 보고하는 필드 (ACTIVE_PILOT_STRENGTH) 를 포함한다. 상기 접근메세지 
발생기353은 이 필드의 값을 [-2×10log10PS]로 설정한다. 여기서 상기 PS는 상기 파일럿 세기를 나타낸

다. 필드 값을 6 비트로 표현하는 경우, 만약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필드 값을 '000000'으로 설정하고 
'111111'보다 크면 '111111'로 설정한다. 

상기 도 4는 이동국 내에 파일럿 수신 전력과 전체 수신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전력측정기351의 일부 구
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전력 측정기351은 수신 신호를 입력 받아 파일럿 PN 코드를 곱하여 역확
산된 신호를 심벌 주기로 누적하고 제곱하여 파일럿 전력 측정값을 출력하고, 역확산되지 않은 수신 신
호를 제곱 및 누적 평균하여 전체 수신 전력 측정값을 출력한다. 이동국 전력 측정기351은 k 개의 서로 
다른 PN 순열 오프셋(Offset)에 대해 상기 측정 장치를 구비하여 이들의 측정값들을 더하여 출력한다. 
파일럿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긴 시간 길이 (다수 개의 심벌) 동안 측정한 값을 평균할 
수 있다. 예로 한 비트 길이 동안 측정값을 누적한 값으로부터 파일럿의 비트당 에너지 Eb 대 전체 잡음 

수신 전력 대역 밀도 Nt (Nt o)의 비 (Eb/Nt)_pilot_rx를 얻을 수 있다.

이동국의 접근 메시지 발생기353은 파일럿 세기 PS를 접근 채널 메시지에 실어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그
러면 기지국의 접근 메시지 해석기313은 접근채널 메시지를 수신하여 파일럿 세기 정보를 읽어내어 출력
한다. 송신 전력 제어기317은 상기 파일럿 세기 값을 입력 받고 기지국 메모리315로부터 기지국의 파일
럿 송신 칩당 에너지 대 전체 송신전력 대역밀도의 비 (Ec/Ior)_pilot_tx와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률 또
는 요구되는 신호 비트당 에너지 대 잡음 전력 대역 밀도 비 (Eb/Nt)_required를 읽어들여,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래픽 채널 또는 제어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 이득값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송신 전력 제어기317이 초기 송신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상기 초기 송신 전력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에서는 이동국으로부터 파일럿 세기 즉 파일럿의 칩당 에
너지 Ec 대 전체 수신 전력 대역 밀도 Io 의 비 (Ec/Io)_pilot_rx를 보고 받아 하기와 <수학식 1>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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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테이블을 통해 새로운 채널에 대한 (Ec/Ior)_traffic_tx 값을 구하여 gain을 
조절한다. 

=1/[(Ec/Ior)_pilot_tx/(Ec/Io)_pilot_rx - 1]

상기 <수학식 1>에서 (Ior/(Ioc + No))_rx의 Ior 은 원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수신 전력 대역 밀도를 나
타내고, Ioc는 다른 기지국들로부터의 수신 전력 대역 밀도를 나타내며, No는 잡음 전력 대역 밀도를 나
타낸다. 따라서 상기 (Ior/(Ioc + No))_rx는 이동국이 수신한 원하는 기지국 신호 대 타 기지국 간섭 및 
잡음 비를 나타내며, 이는 이동국이 현재 위치한 곳에서의 다른 기지국에 대한 상대적인 기하학적 위치 
정보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상기 <수학식 1>에서 (Ec/Ior)_pilot_tx는 기지국의 파일럿 송신 칩당 
에너지 대 전체 송신 전력 대역 밀도 비를 나타내는 값으로 기지국이 알고 있는 값이다. 또한 상기 테이
블이란  기존의  이론  또는  실험  통계에  따른  성능  곡선에  의한  (Ior/(Ioc  +  No))_rx  대 
(Ec/Ior)_pilot_tx  매핑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간단하게는 (Ec/Ior)_traffic_tx  값이  (Ior/(Ioc  + 
No))_rx 값에 반비례 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Ec/Ior)_traffic_tx 값이 결정되면, 트래픽 전력 이득(Gain)은 하기의 <수학식 2>를 만족할 수 결
정한다.

상기 <수학식 2>에서 Ior은 기지국의 전체 송신 전력 대역 밀도를 나타낸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상기 순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기위한 이
동국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이동국은 711단계에서 파일럿 채널을 기지국
으로부터 수신하면, 713단계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럿 수신 전력 및 전체 수신 전력을 측
정한다. 이후 715단계에서는 상기와 측정된 수신전력 값들을 이용하여  파일럿 수신 전력 대 전체 수신 
전력의 비로서 파일럿 세기를 계산하고, 717단계에서 상기 파일럿 세기 값을 접근 채널 메시지에 실어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순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는 기지국 과정
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기지국은 812단계에서 상기 접근 채널 메시지를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하면, 814단계에서 접근 채널 메시지 내의 파일럿 세기 값을 확인한다. 이후 상기 
기지국은 816단계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기 파일럿 세기 값을 사용하여 새로운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의 송신 전력을 설정한 후, 818단계에서 설정된 전력으로 새로운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을 송
신한다.

다음에서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상기 초기 송신 전력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본다. 상
기 두 번째 상기 초기 송신전력 계산 방법은 이동국으로부터 파일럿의 비트당 에너지 Eb 대 전체 잡음 
수신  전력  대역  밀도  Nt  의  비  (Eb/Nt)_pilot_rx를  보고  받고,  새로운  채널이  요구하는 
(Eb/Nt)_required 값에 비례하여 전력을 설정해준다. 여기서 (Eb/Nt)_pilot_rx는 상기 (Ec/Io)_pilot_rx
와 동일하게 측정될 수 있는 값으로, 상기 이동국은 파일럿 수신 전력을 한 비트 주기 동안 누적한 값 
대 역확산 되지 않은 신호의 전력 대역 밀도 비로서 (Eb/Nt)_pilot_rx를 구한다. 그리고 구한 값을 파일
럿 세기 보고로서 접근 채널 메시지에 실어 기지국으로 보낸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은  파일럿에  대한  (Eb/Nt)_pilot_rx를  보고  받고,  트래픽  채널에  요구되는 
(Eb/Nt)_required  값과 비교하여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을 (파일럿 송신 전력) + 
(Eb/Nt)_required - (Eb/Nt)_pilot_rx 으로 설정한다. 즉 하기의 <수학식 3>으로 초기 송신 전력을 결정
한다.

여기서 (초기 송신 전력)은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 이득을 제곱한 값, (파일럿 송신 전력)은 파일럿 
채널 이득을 제곱한 값과 같다.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 송신기는 송신 전력 제어기로부터 받은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 전력 이득 값에 따른 전력을 사용하여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을 이동국 트래픽 (또
는 제어) 채널 수신기로 송신한다.

본 발명의 두 번째 실시예에서는 이동국이 기지국으로 역방향 파일럿 채널을 가변 전력으로 송신하고 역
방향 파일럿 송신 전력 값을 접근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 보고하면 기지국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
래픽 채널 또는 제어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을 결정한다.

도 5는 역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을 설정하는 과정을 나
타낸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511단계에서 이동국이 기지국으로 역방향 파일럿 신호를 송신한다. 이때 상기 역
방향 파일럿 신호는 가변 전력으로 송신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은 513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에서 송신
되는 역방향 파일럿 채널을 수신하여 역방향 파일럿 채널의 수신 전력을 측정한다. 또한 상기 이동국은 
515단계에서 접근채널 메시지에 이동국에서 송신하는 역방향 파일럿 송신 전력 값을 실어 보낸다. 상기 
역방향 파일럿과 상기 접근 채널 메시지는 연이어 또는 동시에 송신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은 517단계에서 상기 접근채널 메시지에 포함된 이동국의 역방향 파일럿 송신 전력 
값에서 상기 513단계에서 측정된 역방향 파일럿 채널의 수신 전력 값을 뺄샘(여기서 전력은 dB로 나타
냄)하여 역방향 파일럿 감쇄량을 계산한다. 상기 기지국은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을 역방향 파일럿 감쇄
량에 비례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즉 역방향 파일럿이 더 심한 감쇄를 격을수록 순방향 초기 전력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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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해줄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결정된 초기 송신전력에 따라 기지국의 채널 송신기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며, 이동국의 채널 
수신기들은 상기와 같은 순방향 채널 송신기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도 6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이동국이 역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송신 전력을 설정
하는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이동국의 파일럿 송신기 652는 역방향 파일럿 채널신호를 송신하며, 접근메세지 
발생기654는 상기 역방향 파일럿 채널의 송신 전력을 접근채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기
지국의  전력측정기612는  상기  역방향  파일럿  채널의  수신  전력을  측정하여  출력하고,  접근메세지 
해석기614는 상기 억세스 채널 메시지를 수신하여 역방향 파일럿 채널의 송신전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의 감산기616은 상기 역방향 파일럿 채널 송신 전력에서 상기 측정된 역방향 파일럿 채널의 
수신전력을 감산하여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감산기616의 출력으로 부터 기지국 송신 전력 제어기 618에
서 순방향 링크의 초기 송신 전력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채널 송신기620은 상기 초기 송신전력 제어에 
따라 채널 송신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초기 송신전력 결정 동작을 살펴보면, 이동국
의 파일럿 송신기652는 가변 전력으로 역방향 파일럿 신호를 이동국으로 송신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
의 전력 측정기612는 상기 이동국 파일럿 송신기652에서 송신되어 무선 채널을 통해 수신된 역방향 파일
럿 신호의 수신 전력을 측정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의 접근메시지 발생기654는 상기 역방향 
파일럿 송신 전력 값을 접근 채널 메시지에 실어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의 접근메시
지 해석기614는 상기 접근 메시지를 수신하여 역방향 파일럿 송신 전력 정보를 읽어내어 출력한다. 

상기 접근메시지 해석기614에서 출력된 역방향 파일럿 송신 전력 값과 상기 전력 측정기612에서 측정된 
역방향 파일럿 수신 전력 값은 감산기616에 입력되어 두 값의 차이가 역방향 파일럿 감쇄 값으로 출력된
다. 그러면 상기 송신전력 제어기618은 상기 감산기616에서 출력되는 역방향 파일럿 감쇄 값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래픽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 이득값을 출력한다. 상기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기618은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을 역방향 파일럿 감쇄량에 비례하도록 설정해 준다. 상기 트래픽 송신기620은 상기 송신
전력 제어기618에서 출력되는 전력 이득 값에 따른 전력을 사용하여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을 이동국 
트래픽수신기656에 송신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역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기위한 이동국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이동국은 911단계에서 가변 전력의 역방향 파일럿 
신호를 기지국으로 송신하고, 913단계에서 상기 역방향 파일럿 채널의 송신 전력 값을 접근 채널 메시지
에 실어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기지국이 역방향 파일럿 세기를 사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하는 과
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기지국은 1012단계에서 역방향 파일럿 채널 신호를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하면, 1014단계에서 상기 역방향 파일럿 수신 전력을 측정한다. 또한 1016단계에서 
이동국으로 부터 접근 채널 메시지를 수신하면, 1018단계에서 접근 채널 메시지 내의 역방향 파일럿 송
신 전력 값을 확인한다. 이후 상기 기지국은 1020단계에서 역방향 파일럿 송신 전력에서 역방향 파일럿 
수신 전력을 뺀 값으로서 역방향 파일럿 감쇄량을 계산하고, 1022단계에서 상기 역방향 파일럿 감쇄량을 
사용하여 새로운 트래픽 채널의 송신 전력을 설정한 후, 1024단계에서 새로운 트래픽 또는 제어 채널을 
송신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실시예 및 방법들에 추가로 기지국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전송률을 고려하여 새로운 
트래픽 채널 또는 제어 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을 결정해 줄 수 있다. 즉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률이 높을
수록 송신 전력을 높게 설정해 줄 수 있다.

또한 각 실시예의 기준에 따라 구한 값들과 그밖의 전력 오프셋 값을 결합하여 초기 전력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실시예 및 방법들에서 상기 초기 송신 전력을 결정해 주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산 결과로부터 얻은 초기 전력 값이 일정한 상한값을 넘으면 초기 전력 값을 상한값으로 설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 전력 값에 제한을 두어 다른 채널 송신에 대한 간섭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
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 시스템은 기지국이 이동국으로 새로운 트래픽 채널 또는 제어 채널 송신 시, 
초기 전력을 채널 환경에 따라 적응적으로 설정하고 순방향 간섭을 줄임으로써, 이동국 수신 성능을 향
상 시키고 기지국 전력 사용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전력 결정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이 기지국의 순방향 특정 채널의 세기를 측정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기지국이 상기 특정 채널의 세기를 수신한 후 기지국의 기준 특정채널의 세기에 따라 초기 송신전력을 
결정한 후, 상기 특정 채널 외의 다른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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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채널이 파일럿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세기를 측정하는 과정이,

상기 기지국 송신신호를 역확산하여 상기 파일럿 채널의 칩당 에너지를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 송신신호로 부터 전체 수신신호의 전력대역밀도를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칩당 에너지 대 상기 전체 수신전력 대역밀도의 비율에 따른 상기 파일럿 세기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송신전력을 결정하는 과정이,

기지국이 파일럿 송신 칩당 에너지 대 전체 송신전력 대역밀도의 비율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상
기 파일럿 세기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국이 원하는 기지국 신호 대 타 기지국의 간섭 및 잡음의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원하는 기지국신호 대 타 기지국의 간섭 및 잡음 비율 값으로부터 다른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
정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송신전력을 결정하는 과정이,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파일럿 비트당 에너지 대 전체 잡음 수신전력 대역밀도 비 값을 파일럿 세기로 수
신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세기를 수신한 후, 상기 순방향 채널의 요구되는 신호 비트당 에너지 대 잡음 전력 대역밀
도 비와 상기 파일럿 세기의 차에 비례하도록 초기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송신전력이 트래픽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7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이 제어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
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8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전력 결정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이 역방향 특정 채널 및 역방향 특정 채널의 송신전력을 송신하는 과정과,

기지국이 상기 역방향 특정 채널의 수신전력을 측정한 후, 상기 수신되는 역방향 특정채널의 송신전력에
서 측정된 수신전력을 감산하여 두 전력의 차 값에 비례하는 초기 송신전력을 결정한 후, 상기 특정 채
널 외의 다른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
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채널이 역방향 파일럿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
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10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전력 결정방법에 있어서,

순방향 특정 채널의 수신전력 및 전체 채널의 수신전력을 측정한 후 두 수신전력의 비율에 따른 특정 채
널의 세기를 검출하여 전송하는 이동국과,

상기 특정 채널의 세기를 수신한 후 기지국의 기준 특정채널의 세기의 비율에 따라 초기 송신전력을 결
정한 후, 상기 특정 채널 외의 다른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기지국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채널이 파일럿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
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의 전력측정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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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 송신신호를 역확산하여 상기 파일럿 채널의 칩당 에너지를 측정하는 파일럿 전력측정기와, 
상기 기지국 송신신호로 부터 전체 수신신호의 전력대역밀도를 측정하는 전체 전력측정기와, 상기 파일
럿 칩당 에너지 대 상기 전체 수신전력 대역밀도의 비율에 따른 상기 파일럿 세기를 결정하는 파일럿 세
기 결정기로 구성되는 전력측정기와,

상기 전력측정기에서 출력되는 파일럿 세기를 역방향 접근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접근채널 송신기로 구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고정된 전력의 상기 파일럿 채널을 송신하는 파일럿 송신기와,

파일럿 송신 칩당 에너지 대 전체 송신전력 대역밀도의 비율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의 출력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파일럿 세기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국이 원하는 
기지국 신호 대 타 기지국의 간섭 및 잡음의 비율을 계산한 후, 원하는 기지국신호 대 타 기지국의 간섭 
및 잡음 비율 값으로부터 다른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을 결정하는 송신전력 제어기와,

상기 송신전력 제어기의 출력에 의해 해당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이 결정되어 채널 송신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채널 송신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으로 부터 파일럿 비트당 에너지 대 전체 잡음 수신전력 대역밀도의 비율 값을 수신하는 접
근채널 수신기와, 

상기 요구되는 순방향 채널의 파일럿 비트당 에너지 대 전체 잡음 수신전력 대역의 비율을 저장하는 메
모리와,

상기 메모리에서 출력되는 상기 요구되는 순방향 채널의 파일럿 비트당 에너지 대 전체 잡음 수신전력 
대역의 비율에서 파일럿 비트당 에너지 대 전체 잡음 수신전력 대역밀도의 비율을 감산한 후 상기 파일
럿 송신전력을 더하여 초기 송신전력으로 결정하는 송신전력 제어기와,

상기 송신전력 제어기의 출력에 의해 해당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이 결정되어 채널 송신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채널 송신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송신전력이 트래픽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6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이 제어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7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역방향 특정 채널신호 및 상기 역방향 특정 채널의 송신전력을 송신하는 기지국과,

상기 역방향 특정 채널의 수신전력을 측정한 후, 상기 수신되는 역방향 특정채널의 송신전력에서 측정된 
수신전력을 감산하여 두 전력의 차 값에 비례하는 초기 송신전력을 결정한 후, 상기 특정 채널 외의 다
른 순방향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기지국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채널이 파일럿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
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역방향 파일럿 신호를 송신하는 파일럿 송신기와,

상기 역방향 파일럿 채널의 송신전력을 접근채널 메시지에 포함하여 전송하는 접근채널 송신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전력제어장치.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역방향 파일럿 채널의 수신전력을 측정하는 전력측정기와,

역방향 접근채널 메시지에서 상기 역방향 파일럿 채널의 송신전력을 추출하는 접근채널 수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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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역방향 파일럿 송신전력에서 상기 역방향 파일럿 수신전력을 감산하는 감산기와,

상기 감산기의 출력에서 두 두전력의 차에 따른 초기 송신전력을 결정하는 송신전력 제어기와,

상기 송신전력 제어기의 출력에 의해 해당 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이 결정되어 채널 송신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채널 송신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송신전력이 트래픽채널의 초기 송신 전력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
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이 제어채널의 초기 송신전력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
방향 초기 송신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23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전력 결정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이 기지국의 순방향 채널 송신신호를 역확산하여 상기 파일럿 채널의 칩당 에너지 및 전체 수신신
호의 전력대역밀도를 측정한 후, 파일럿 세기 (Ec/Io)_pilot_rx를 결정하여 역방향 제어채널로 송신하는 
과정과,

기지국이 상기 파일럿 세기를 수신한 후, 상기 기지국의 파일럿 송신 칩당 에너지 Ec 대 전체 송신전력 
대역밀도 Ior의 비율 (Ec/Ior)_pilot_tx와 상기 파일럿 세기를 이용하여 하기 <수학식 4>과 같이 상기 
이동국이 원하는 기지국 신호 대 타 기지국의 간섭 및 잡음의 비율(Ior/(Ioc+No))_rx를 계산하는 과정
과,

=1/[(Ec/Ior)_pilot_tx/(Ec/Io)_pilot_rx - 1]

상기 <수학식 1>에서 No는 잡음 대역 밀도

상기 계산된 원하는 기지국신호 대 타 기지국의 간섭 및 잡음 비율 값으로부터 매핑 테이블을 통해 새로
운 트래픽 송신 칩당 에너지 Ec 대 전체 송신전력 대역밀도 Ior의 비율 (Ec/Ior)_traffic_tx 값을 구한 
후, 하기 <수학식 5>에 의해 트래픽 전력 이득을 결정하여 초기 송신전력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수학식 2>에서 Ior은 기지국의 전체 송신 전력 대역 밀도

상기 초기 송신전력에 의해 상기 순방향 채널을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과정이,

상기 (Ec/Ior)_traffic_tx의 값이 (Ior/(Ioc+No))_rx 값에 반비례 되도록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청구항 25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전력 결정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이 기지국의 순방향 채널 송신신호에서 상기 파일럿 채널의 비트당 에너지 Ec 및 전체 잡음 수신 
전력대역밀도 Nt를 측정한 후, 파일럿 세기 (Eb/Nt)_pilot_rx를 결정하여 역방향 제어채널로 송신하는 
과정과,

기지국이 상기 파일럿 세기를 수신한 후, 상기 순방향 채널의 요구되는 신호 비트당 에너지 Eb 대 잡음 
전력 대역밀도 Nt의 비율 (Eb/Nt)_required 과 비교하여 하기의 <수학식 6>에 의해 초기 송신 전력을 결
정하는 과정과,

상기 초기 송신전력에 의해 상기 순방향 채널을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초기 송신 전력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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