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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전송전력 측정시 현재의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

으로 조정하는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새로운 오버헤드(Overhead) 채널(multiple PCH채널, BCCH 채널, CCCH채널 등)이 추가된 이동통신시스템에

서 기지국의 전송전력에 대한 측정 수행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초기 오버헤드 측정, 또는 운영중의 주기적인 오버헤드/전송전력 추적루프 측정시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장치가 자동계산을 통해, 디폴트 채널 외에 추가된 오버헤드 채널만큼 운영

자가 설정해 놓은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으로 증가시켜 측정을 수행하여, 상기와 같은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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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설정하는 목표전력 설정단계;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상태를 설정하는 채널구성 설정단계;

상기 목표전력 설정단계에서 설정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상기 채널구성 설정단계에서 설정

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상응하는 새로운 목표 전송전력으로 계산하는 전력계산단계 및

상기 전력계산단계에서 계산한 새로운 목표 전송전력에 맞게 무선주파수 장비로 송출되는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 신호의

전력을 조정하는 전력조정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전송전력 측정시 현재의 오

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목표전력 설정단계는,

운영자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에서 오버헤드 측정이나 전송전력 추적루프(TPTL) 측정에 사용할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설정하고, 상기 운영자가 설정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기

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고;

상기 채널구성 설정단계는,

운영자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에서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상태를 설정하고, 상기 운영자가 설정한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을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전력계산단계에서,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디폴트 오

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과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상태를 이용하여 새로운 목표 전송전력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전송전력 측정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으로 조

정하는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계산단계에서 새로운 목표 전송전력은,

현재 운영 중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출력 값을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출력 값으로 나눈 후,

상기 목표전력 설정단계에서 운영자가 설정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 값을 곱한 값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전송전력 측정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으로 조정하

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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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현재 운영 중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출력 값 및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출력 값은 모뎀에서 제공하

는 테이블을 통해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전송전력 측정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에 대

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새로운 오버헤드(Overhead) 채널(multiple PCH채널, BCCH 채널, CCCH채널 등)이 추가된 이동통신시스템에

서 기지국의 전송전력에 대한 측정 수행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기존 이동통신시스템(CDMA 2000 Rev. 0 Spec.)은 오버헤드 채널구성이 디폴트(default) 구성으로 파일럿(Pilot) 채널,

동기(Sync) 채널 및 호출(Paging) 채널이 각각 1개씩 존재한다. 이러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들은 기지국과 단말이 통화

(Traffic) 채널을 송수신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채널들이다. 또한, 초기 운영자가 셀 설계(cell planning)시에

원하는 커버리지(coverage)를 확보하기 위해, 상기 오버헤드 채널들에 대한 전송전력을 일정한 수준의 목표 전송전력 값

으로 맞추게 되는데, 이를 위해 오버헤드 측정(OVHD calibration)기능이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된다.

또한, 운영 중에 무선주파수(RF)단의 하드웨어 특성상 또는 온도와 같은 외부변수에 따라 무선주파수(RF) 전력이 조금씩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운영자가 기지국의 전송전력을 기 설정된 디폴트(default) 오버헤드 채

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 값으로 보정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송전력 추적루프(TPTL, Transmit Power Tracking

Loop) 측정 기능과 오버헤드(OVHD) 측정 기능이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

프트웨어에서 제공된다.

상기 전송전력 추적루프(TPTL) 측정은 통화 채널과 오버헤드 채널이 동시에 살아 있을 때 수행되는 측정이며, 상기 오버

헤드 측정은 오버헤드 채널만 살아 있을 때 수행되는 측정이다.

측정(calibration) 수행시,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프트웨어는 채널카드

(CHC, Channel Card)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 Base Station Manager)와 협의를 통해

서, 무선주파수 유니트(RF unit)의 전송전력을 제어한다.

도 1은 기존 이동통신시스템(CDMA 2000 Rev. 0 Spec.버전)의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측정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먼저 운영자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에서 오버헤드 측정(OVHD calibration)이나 전송전력 추적루프 측정(TPTL

calibration)에 사용할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설정한다(S110).

그 후 상기 운영자가 설정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

트웨어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다(S120).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채널카드가 오버헤드 채널 구성에 대해 협의한다(S130).

상기 채널카드가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협의한 오버헤드 채널 구성대로 무선주파수 장비로 송

출할 신호의 베이스밴드(baseband)단의 디지털(digital) 전력을 계산하여 적용한다(S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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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는 측정을 통해,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에 맞게

무선주파수 장비로 송출되는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 신호의 전력을 조정한다(S150).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CDMA 2000 Rev. A Spec.)에서는 새로운 오버헤드 채널(multiple PCH 채널, BCCH 채

널, CCCH 채널 등)들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채널들은 새로운 기능의 추가와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의 CDMA 2000 Rev.

0 Spec.의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 외에 새롭게 추가된 오버헤드 채널이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들은 운영자가 기지국 유지

보수 장치(BSM, Base Station Manager)에서 ON/OFF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버헤드 채널의 추가로 인해 기지국(BTS)의 전송전력을 일정수준으로 맞추고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측정기능이 다소 복잡하게 되었다. 초기 운영자가 셀 설계시에 원하는 커버리지(coverage)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

의 파일럿(pilot) 채널에 대한 전력을 확보하도록,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디폴트 목표 전송전력을 설정한다.

이때, 운영자는 새로 추가된 오버헤드 채널의 전력을 고려해서 이 채널들이 차지하는 전송전력을 계산하여 오버헤드 채널

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늘려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기존 CDMA 2000 Rev. 0 Spec. 버전의 기지국

(BTS)과 같은 방식으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해당하는 목표 전송전력만을 전체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

전력으로 설정하면, 추가된 오버헤드 채널이 전체 오버헤드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에 해당하

는 전송전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파일럿 채널의 전송전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실제로 운영자가 원하는 셀 커버리지(cell coverage)보다 작

은 셀 커버리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지국의 초기화뿐만 아니라, 운영중에도 새로운 오버헤드 채널이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서 추가가 되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운영자는 매번 다시 계산해서 추가된 오버헤드 채널

만큼 오버헤드 채널의 목표 전송전력을 증가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이다. 본 발명은 새로운 오버헤드 채널(multiple

PCH채널, BCCH 채널, CCCH채널 등)이 추가된 CDMA 2000 Rev. A와 같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전송전력에 대한 측정

수행시,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운영자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 없이,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

(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셀 설계(cell planning)시 운영자는 기지국의 오버헤드 채널구성이 파일럿 채널, 동기 채널 및 호출 채널이 각각

1개씩 존재하는 디폴트(default)상태에 있을 때만 고려하여, 목표 전송전력의 값을 설정해 놓으면,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

이 바뀔 경우, 측정 수행시, 새로운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 상태에 맞도록 목표 전송 전력을 자동 계산해주어, 운영자의 실

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셀 설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전송전력 측정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

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설정하는 목표전

력 설정단계;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상태를 설정하는 채널구성 설정단계; 상기 목표전력 설정단계에서 설정한 디폴트 오버

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상기 채널구성 설정단계에서 설정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상응하는 새로운

목표 전송전력으로 계산하는 전력계산단계; 및 상기 전력계산단계에서 계산한 새로운 목표 전송전력에 맞게 무선주파수

장비로 송출되는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 신호의 전력을 조정하는 전력조정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목표전력 설정단계는 운영자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에서 오버헤드 측정이나 전송전력 추적루프

(TPTL) 측정에 사용할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설정하고, 상기 운영자가 설정한 디폴트 오버

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채널구성 설정단계는 운영자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에서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상태를 설정하고, 상기 운영자

가 설정한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을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의 데이

터베이스(DB)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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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력계산단계에서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의 데이터베이스

(DB)에 저장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과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상태를 이용하여 새로운 목표 전

송전력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전력계산단계에서 새로운 목표 전송전력은 현재 운영 중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출력 값을 디폴트 오버헤

드 채널구성에 대한 출력 값으로 나눈 후, 상기 목표전력 설정단계에서 운영자가 설정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 값을 곱한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현재 운영 중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출력 값 및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출력 값은 모뎀에서 제공하

는 테이블을 통해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초기 오버헤드 측정, 또는 운영중의 주기적인 오버헤드/전송전력 추적루프 측정시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프트웨어가 자동계산을 통해, 디폴트(default) 외에 추가된 오버헤드 채널

만큼 운영자가 설정해 놓은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으로 증가시켜 측정을 수행하여, 상기

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운영자의 운영 중 실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는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프트웨어가 채널카드(CHC, Channel Card)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

Base Station Manager)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프트웨어는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재계산하기 위해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새로운 오버헤드 채널(multiple PCH 채널, BCCH 채널, CCCH 채널 등)이 추가된 CDMA 2000 Rev. A 시

스템에서 오버헤드 채널의 전송전력에 대한 측정 수행시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운영자가 인위적으로 조

정할 필요없이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방안은 운영자가 운영중 실수로 이동통신시스템(예를 들어, CDMA 2000 Rev. A Spec.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디폴

트(default) 오버헤드 채널 외에 추가로 이동통신 시스템이 지원하는 새로운 오버헤드 채널을 추가할 경우, 측정을 수행

후, 측정된 전력에 따른 셀 커버리지(cell coverage)가 운영자가 원하는 셀 커버리지(cell coverage) 보다 실제로는 작게

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프트웨어는 측

정을 수행하기 전에 채널카드(CHC, Channel Card)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 Base

Station Manager)와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전송전력에 대한 측정 수행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

송전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도 2를 보면, 도 1에 나타난 종래 기술의 흐름도에서 CDMA 2000 Rev. A 등의 이동통신시스템이 새롭게 지원하는 오버

헤드 채널구성을 운영자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 Base Station Manager)에서 설정한 대로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프트웨어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 Base Station Manager)의 데이터

베이스(Database)에 저장하는 단계가 추가된다. 또한, 운영자가 설정한 디폴트(default)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

전력과 기지국(BTS)과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 Base Sta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저장되어 있는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구성을 비교하여, 현재의 전체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새로운 목표 전송전력을 계산하는 과정이 추가

된다.

먼저 운영자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에서 오버헤드 측정이나 전송전력 추적루프(TPTL) 측정에 사용할 디폴트 오

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설정한다(S210).

그 후 상기 운영자가 설정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

트웨어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다(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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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상기 S210 단계에서와 같이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에서 오버헤드 측정이나 전송전력 추적루프(TPTL) 측

정에 사용할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상태를 설정한

다(S230).

이렇게 설정된 오버헤드 채널 구성을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BSM)의 데

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다(S240).

상기와 같은 목표 전송전력과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상태에 대한 설정 및 저장과정을 마친 후에는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채널카드가 오버헤드 채널 구성에 대해 협의한다(S250).

상기 채널카드가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와 협의한 오버헤드 채널 구성대로 무선주파수 장비로 송

출할 신호의 베이스밴드(baseband)단의 디지털(digital) 전력을 계산하여 적용한다(S260).

상기 S230 단계에서 설정된 오버헤드 채널 구성상태를 참조하여 목표 전송전력을 재계산한다. 즉,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

구성과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구성을 비교하여 상기 S210 단계에서 운영자가 설정한 디폴트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

력을 상기 S230 단계에서 설정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상응하는 새로운 목표 전송전력으로 재계산한다(S270).

상기 목표 전송전력 재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진다.

모뎀에서 제공하는 테이블을 통해 구한 현재 운영 중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디지털 출력 값을 모뎀에서 제공하는 테

이블을 통해 구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즉, 파일럿 채널 1개, 동기 채널 1개, 호출 채널 1개)에 대한 디지털 출력 값으

로 나눈 후 운영자가 기지국 유지보수 장치에서 설정한 디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 값을 곱한다.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소프트웨어는 측정을 통해, 상기 S270 단계에서 재계산한 새로운 목표 전송전력에 맞

게 무선주파수 장비로 송출되는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 신호의 전력을 조정한다(S280).

이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전송전력 측정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발명의 범위는 본 출원서에 설명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명세서와 첨부된

청구항들에서 설명되는 기술적 사상에 속하는 모든 변형된 형태와 수정된 형태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셀 설계시 운영자는 파일럿 채널, 동기채널 및 호출채널이 각각 1개씩 존재하는 디

폴트 오버헤드 채널구성의 목표전송 전력 값만 설정하면,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이 바뀔 경우 또는 초기 또는 주기적인 측

정수행시 새로운 오버헤드 채널의 구성에 맞도록 전체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송전력을 자동 계산해주어 운영자의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셀 설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동통신시스템 기지국(BTS)의 운영 및 관리(OA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되는 일

련의 측정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전송전력에 대한 측정 수행시 현재의 오버헤드 채널에 대한 목표 전

송전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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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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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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